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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곽 축조의 문헌적 조사

(水原城廓 築造의 文獻的 調査)

文化財專門委員 崔 茂 藏

서문

1975년 6월1일부터 전체길이 5,520m, 수원성곽중, 복원(復元) 가능(可能)길이 4,586m

의 공사(工事)가 시작(始作)되었다.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보존과학실(保存科學

室) 전원(全員)은 3次(1975. 7.18∼25.  8.18∼25.  9.12∼19일, 모두 24일)에 걸쳐 장안

문(長安門)∼서장대(西將臺), 서장대(西將臺)∼서남암문(西南暗文)∼서남암문(西南暗文), 

팔달문(八達門)까지, 자연환경, 인적 피해, 성곽의 구성 물질, 구조물의 지형학적 지반 

및 기초조사, 구조상 불합리화로 인한 원인조사와 물리․화학․생물학적 요인 조사를 

하 다. 차복원(此復元) 공사(工事)가 1978年까지 계속 됨에 따라 우리도 1976年에 팔달

문(八達門)∼장안문(長安門) 까지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그림 1).

역사

『성곽축조(城郭築造)의 시말(始末)․제도(制度)․의식(儀式) 등을 정리(整理) 의궤(儀

軌) 의하여 상세(詳細)․선 (線密) 하게 수재(收載)한 기록(記錄)으로 “화성성역의궤

(華城城役儀軌)”라는 책이 1965년 3월 수원문화재 보전회(水原文化財 保全會)에서 인

(影印)되었다.

단(但) 아직까지 차서(此書)가 번역되지 않어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차제(此際)에 필요(必要)한 부분을 번역하여 우리조사의 참고를 하겠다.

시일(時日)

선택 (일시)日時

갑인(甲寅)(1974年, 정조(正祖) 18年) 정월초(正月初)7日 묘시(卯時)(5∼7時)에 채석

(採石)을 시작(始作)하다. 25日 묘시(卯時)에 성지(城地)의 터를 닦다. 2月 28日 진시(辰

時)(7∼9시)장안문(長安門), 팔달문(八達門), 졸홍문(倅虹門), 남수문(南水門)의 터를 닦

다. 7월초(月初)9日 오시(午時)(11∼13시)에 화홍문(華虹門)에 초석(礎石)을 세우다. 15

日 앙시(卬時) 장안문(長安門)에 초석(礎石)을 세우고 기둥을 박다. 18日 진시(辰時) 장

락당(長樂堂) 터를 닦다. 8월초(月初)2日 묘시(卯時) 락남헌(洛南軒) 터를 닦다. 初7日 

진시(辰時) 팔달문(八達門)에 초석(礎石) 세우고 기둥 박다, 11日 앙시(卬時) 장락당(長

樂堂)에 초석(礎石)세우다, 서장대(西將臺) 터를 닦다, 13日 앙시(卬時) 장락당(長樂堂) 

기둥을 세우고 상량(上梁)하다. 진시(辰時) 낙남헌(洛南軒)에 초석(礎石)을 세우다. 15日 

앙시(卬時) 장안문(長安門) 상량(上梁)하다. 22日 앙시(卬時) 낙남헌(洛南軒)에 기둥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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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상량(上梁)하다. 25日 진시(辰時) 팔달문(八達門) 상량(上梁)하다. 9월초(月初)4日 

진시(辰時) 방화수유정(訪花隨柳亭)의 터를 닦다. 初10日 앙시(卬時) 서장대(西將臺)의 

초석(礎石)세우고 기둥박다. 16日 진시(辰時) 서장대(西將臺) 상량(上梁)하다. 10월초(月

初) 4日 앙시(卬時) 방화수유정(訪花隨柳亭)에 초석(礎石)을 세우고 기둥박다, 초(初)7日 

오시(午時) 방화수유정(訪花隨柳亭)에 상량(上梁)하다. 13日 묘시(卯時) 화홍문(華虹門)

에 기둥 세우고 상량(上梁)하다.

을묘(乙卯)(1975年, 정조(正祖) 19年) 5월초(月初) 6日 진시(辰時) 문선(文宣)왕묘를 

옮기기 위한 터를 닦다. 初8日 묘시(卯時) 창룡문(蒼龍門) 터를 닦다. 29日 문선왕묘(文

宣王廟)에 초석(礎石)세우고 기둥 박다, 유시(酉時)(오후5∼7시) 상량(上梁)하다. 7月15

日 묘시(卯時) 동장대(東將臺) 터를 닦다, 18日 진시(辰時) 사직단(社稷壇)터를 닦다, 21

日 묘시(卯時) 췌서문(萃西門) 터를 닦다, 26日 진시(辰時) 동장대(東將臺) 초석(礎石) 

세우고 기둥 박다, 8월초(月初)9日 문선왕묘(文宣王廟)을 옮겨던 곳에서 다시 제자리로 

옮기다(수시(隨時)로 하는 불교적 제사 때문에), 初 10日 사직(社稷) 단신실(壇神室)로 

봉안(奉安)하다(수시(隨時)로 들이는 가을 제사 때문에), 신시(申時)(오후3∼5시) 동장대

(東將臺) 상량(上梁)하다. 27日 진시(辰時) 화정(迎華亭) 터를 닦다. 9월초(月初) 9日 

사시(巳時)(9∼11.) 화정(迎華亭) 초석(礎石)세우다, 13日 장정(迎葬亭) 기둥 세우고 

상량(上梁)하다. 16日 오시(午時) 창룡문(蒼龍門) 초석(礎石) 세우고 기둥박다, 27日 묘

시(卯時) 창룡문(蒼龍門) 상량(上梁)하다. 11月 18日 묘시(卯時) 화서문(華西門) 초석(礎

石)세우고 기둥 박다. 12月 11日 묘시(卯時) 화서문(華西門) 상량(上梁)하다,

병유(丙酉)(1796年, 정조(正祖) 20年) 4月 16日 묘시(卯時) 화양루(華陽樓)터를 닦다. 

7月 11日 묘시(卯時) 성신사(城神祠)터를 닦다, 화양루(華陽樓) 초석(礎石)을 세우고 기

둥 박다, 13日 묘시(卯時) 성신사(城神祠) 기둥 세우고 상량(上梁)하다. 9月 19日 묘시

(卯時) 성신위판(城神位板)을 만들다(안봉후(安奉後) 제사(祭祀) 때마다 고(告)한다).

각항목 일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소개 하겠다. 단위 : 보(步)(6척(尺) 주척(周尺)), 

시(尸)(30.0㎝), 재(才)(한자 (척(尺))의 십분지의 일).

갑인(甲寅)(1794年, 정조(正祖) 18年) 3월초(月初) 7日 북성(北城)을 쌓기 시작하다(장

안문(長安門)에서 동,서쪽), 16日 남성(南城)을 쌓기 시작하다(팔달문(八達門)에서 동.서

쪽). 7월초(月初) 10日 장안문(長安門)의 홍예(虹蜺)를 완성하다, 8月初 2日 팔달문(八達

門)의 홍예(虹蜺)를 완성하다. 初3日 화홍문(華虹門) 홍예(虹蜺)를 완성하다, 20日 서성

(西城) 쌓기 시작하다(서장대(西將臺)의 서쪽).

9월초(月初)5日 장안문(長安門)의 루(樓)를 완성하다. 15日 팔달문(八達門)의 서(棲)를 

완성하다, 23日 북동포서(北東砲棲)를 완성하다. 24日 북서포서(北西砲棲)를 완성하다. 

29日 서장대(西將臺)를 완성하다. 10月 19日 방화수유정(訪花隨柳亭)을 완성, 20日 북옹

성(北甕城)을 쌓기 시작.

을묘(乙卯)(1795年, 정조(正祖) 19年) 정월(正月)13日 화홍문서(華虹門棲)를 완성, 16

日 북옹성(北甕城) 홍예(虹蜺)완성. 2月 20日 북포서(北舖棲)완성, 23日 남암문(南暗門) 

홍예(虹蜺) 완성, 27日 북옹성(北甕城) 쌓기를 완료(完了), 28日 남북성좌우(南北城左右) 

적대(敵臺), 서옹대(西甕臺) 완성, 3月初 1日 귀천방(龜川坊)에 흙을 덮기 시작, 만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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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石渠)의 제방(堤防)을 쌓기 시작. 4月 21日 남옹성(南甕城) 쌓기 시작(성(城)공사 여

기서부터 다시 시작). 5月 12日 남옹성(南甕城) 홍예(虹蜺)완성, 18日 만석거(萬石渠) 완

성, 20日 남옹성(南甕城) 쌓기 완료(完了). 7月 17日 동성(東城) 쌓기 시작(동장대(東將

臺)의 북(北)쪽). 8월초(月初)6日 문선왕묘전(文宣王廟殿) 주위집 이하(以下) 제연(諸延) 

공사 완료(完了), 25日 동장대(東將臺) 완성(完成), 9月11日 창룡문(蒼龍門) 홍예(虹蜺)

완성. 10月 17日 창룡문서(蒼龍門棲)완성, 18日 공심곽(空心墎)완성. 11月 13日 창서문

(蒼西門) 홍예(虹蜺) 완성.

병진(丙辰)(1796年 정조(正祖) 20年) 정월초(正月初) 8日 화서문루(華西門樓) 완성, 16

日 남수문(南水門) 홍예(虹蜺)완성(터를 닦은후 일을 정지 하 다가 을묘(乙卯)(정조(正

祖) 19年) 11月에 이르러 일을 시작). 3월초(月初) 10日 서북공심곽(西北空心墎) 완성, 

25日 남북문(南北門) 공사 완료(完了), 동암문(東暗門) 홍예(虹蜺)완성, 27日 북암문(北

暗門) 홍예(虹蜺)완성, 4月 14日 동북옹대(東北甕臺) 완성. 5月 15日 동북포서(東北舖棲) 

완성(각건대(角巾臺)). 30日 서포서(西砲棲)완성 6月 17日 봉곽(烽墩)완성, 18日 서암문

(西暗門) 홍예(虹蜺)완성. 7月初3日 동이포서(東二舖棲)완성, 初9日 남포루(南砲樓), 서

북각루(西北角樓) 와성, 初10日 동일포루(東一舖樓)완성, 16日 동포루(東砲樓) 완성 용

도(甬道)공사 시작, 19日 동북(東北) 공심곽(空心墎) 완성, 20日 화양루(華陽樓) 완성, 

25日 동남각루(東南角樓) 완성, 8月初6日 서남암문홍예중(西南暗文虹蜺中) 포사(鋪舍) 

완성, 동옹성(東甕城) 쌓기 시작, 초8日 서옹성(西甕城) 쌓기시작, 11日 서남(西南) 포사

(舖舍) 완성(암문상(暗門上)에 있다.), 14日 동옹성(東甕城) 쌓기 완료(完了), 16日 서옹

성(西甕城) 쌓기 완료(完了), 18日 서포루(西舖樓) 완성 체성(體性)쌓기 완료(完了), 9월

초(月初) 7日 용도(甬道) 공사 완료(完了), 初9日 여장(女墻) 쌓기 완료(完了), 내포사(內

舖舍) 완성.

성(城)의 전체가 동(東)쪽으로 전개(展開) 되었다. 팔달(八達)의  산(山)은 높고 후진

(後鎭)은 일자(一字)의 사평(砂平)을 이루었는데 근처 대천(大川)의 향을 받았다. 기남

북(其南北) 사각(四角)을 통해서 팔문(八門)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진정한 만년(萬

年) 금탕(金湯)의 지(地)이다. 중국성제(中國城制)가 반드시 외내(外內)에 협축(夾築)하

는데 이로 인해서 야역(野域)이 많은 것이다. 우리 동성지(東城址)에 많은 산기슭이 있

는데 이 이점을 이용하여 낭비(공축(工築))할 필요가 없도록 자연(自然)이 보강하여 주

었다. 협축(夾築)을 이용하지 않는 특수(特殊)한 방법(方法)은 지세(地勢)의 차이(差異)

에 있다. 만약 성(城)에 지(池)이 었으면 군인들에게 대단히 곤란하다. 성(城)은 산(

山)․지(池)를 의지 함으로써 주위가 평화롭다. 성화(城華)의 초(初)는 임금이 내리는 

약간의 금액을 받고 먼저 호(壕)를 적당히 파도록 하고 겸하여 남성(南城)의 외(外),북

문(北門)의 측(側)에 있는 자연심구(自然深溝) 그리고 서산(西山)의 배(背)의 지세(地勢)

를 이용 하도록 하 다. 동치하(東雉下) 역시(亦是) 자연적(自然的)인 긴 참호(塹壕)가 

있다. 그래서 성(城)을 한바퀴 돌지 않어도 지역(地域)에 따라 튼튼한 성고(城高)가 이

장(二丈)달하는 데가 있다. 산상(山上)은 모두 석축(石築)으로 돼있어서 5의 1이 감소

(減少)될수 있다. 석(石)중에 긴 것을 골라서 배열시킬수 있다. 그 뿌리를 깊게 파고 괴

석(塊石)으로 둘르고 거칠은 곳은 편편하게 고르면 된다. 틈(하극(罅隙))을 분쇄 시키고 

잘 다져서 반장(半丈) 정도의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흙으로서 보충시키면 된

다. 전체 성(城) 두께 5장(丈)이면 된다 상수(上收) 역시(亦時) 삼장(三丈)은 되어야 한

다. 성제(城制)는 다만 주비(籌備)에 의(依)한다. 저(底)에서 요부(腰部)까지 끌어 내(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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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勢)를 약간 축소한다. 요부(腰部)에서 상(上)으로 끌어 올려 외(外)의 세(勢)를 약

간 굽힌다. 그래서 성신(城身)을 규형(圭形)으로 이루게 하여 장소에 따라 배토(培土)만

하면 된다. 약 넓이 45장(丈) 전체 주위는 27,600. 으로 4,600步가 된다.(주척(周尺)을 

사용해서 6尺이 1步이다. 조척(營造尺)은 3尺8寸이 1步인데 이하로 모두 이것을 이용

하 다. 이계(里計)의 칙(則)을 12리(里)로 기(奇)가 된다).

용도(甬道)의 주위는 367步이다.

성(城)주위 4,600步의 내에 문루(門樓) 4개가 있다. 장안문(長安門)(좌우(左右)전체 넓

이 26步), 팔달문(八達門)(좌우(左右) 전체 넓이 26步4尺), 창룡문(蒼龍門)(좌우(左右) 

전체 넓이 16步1尺), 화서문좌우(華西門左右) 전체 넓이 14步4尺). 암문(暗門)이 5개 : 

남암문(南暗門)(넓이 3步), 동암문(東暗門)(넓이 1步2尺), 북암문(北暗門)(넓 이 1步), 서

암문(西暗門)(넓이 1步2尺), 서남암문(西南暗文)(넓이 1步2尺). 수문(水門)2개 : 화홍문

(華虹門)(7문간(門間)으로 전체넓이 25步), 남수문(南水門)(9간(間)으로 전체 넓이 동상

(同上)). 적대(敵臺) 4개 : 북문동서적대(北門東西敵臺)(각(各) 외(外)의 주위 22步 1尺), 

남문동서적대(南門東西敵臺)(동상(同上))노태(弩台) 2개 : 서노대(西弩臺)(성신(城身)의 

내에 있다.), 동북노대(東北弩臺)(. 外의 주위 16步 2尺 공심(空心)). 곽곽(墎墎) 3개 : 

서북공심곽(西北空心墎)(外의 주위 23步) 남공심곽(南空心墎)(外의 넓이 26步), 동북공

심곽(東北空心墎)(성신(城身)의 내에 있다.). 봉곽(烽墩) 1개(外의 주위 23步 4尺). 치성

(雉城) 8개 : 북동치(北東雉)(外의 주위 20步), 서일치(西一雉))外의 주위 16步1尺), 서이

치(西二雉)(外의 주위 14步5尺), 서삼치(西三雉)(外의 주위 14步4尺), 남치(南雉)(外의 

주위 20步 2尺), 동삼치(東三雉)(外의 주위 17步), 동이치(東二雉)(外의 주위 16步), 동

일치(東一雉)(外의 주위 17步), 포루(砲樓) 5개 : 북동포루(北東砲樓)(外의 주위 21步1

尺), 북서포루(北西砲樓)(外의 주위 22步), 서포루(西砲樓)(外의 주위 18步4尺), 남포루

(南砲樓)(外의 주위 20步), 포루(舖樓) 5개 : 동북포루(東北舖樓)(外의 주위 15步 4尺), 

북포루(北舖樓)(外의 주위 17步), 서포루(西舖樓)(外의 주위 20步), 동이포루(東二舖樓)

(外의 주위 15步4尺), 동일포루(東一舖樓)(外의 주위 17步 1尺). 장대(將臺) 2개(둘다 성

신(城身)의 내(內)에 있다). 각루(角樓) 4개 (3개는 성신(城身)의 내(內)에 있고, 1은 용

도(甬道)의 내(內)에 있다). 포사(舖舍)3개 (1은 매향제(梅香第) 일록(一鹿)에 있고, 1은 

서남암문상(西南暗門上)에 있고, 1은 관장내(官墻內)에 있다), 동시에 문(門), 초(譙), 치

(雉), 포(舖), 대(臺), 곽(墎) 등(等)이 차지한 땅을 계산 하면 635步 4尺이다. 이외에 원

성(元成)은 3,964步 4尺 이며 산상(山上)은 2,944步4尺이고 평지(平地)는 1,019步 4尺 

이다.

성(城)의 여첩(女堞)은 타(垜)란 숨는다 또는 피한다는 뜻이다. 고제(古制)의 타고(垜

高)는 6尺, 넓이 7尺이 다. 지금 경외(京外)의 여장(女墻)의 높이는 보통 사람의 머리를 

가리지 못하고 면(面)의 넓이는 수인(數人)를 수용 할 수 없어 줄을 지어 돌아 설때는 

쉽게 실족(失鏃)를 맞는다. 제의(制宜)를 참고 해서 높이 5尺, 넓이 20尺의 표준을 삼었

다. 성상(城上)에는 미석(眉石)을 물리고 미(眉)를 성(城)밖으로 3寸 나오게 하여 처마 

형태로 하 다. 포(舖), 장(墻), 대(臺) 위에도 장석(墻石)을 적당한 높이로 붙여서 타구

(垜口)와 동일(同一)한 높이가 되게 하 다. 제심(齊心)의 넓이는 5寸으로 하고 기내외

(其內外) 양방(兩傍)을 깎아서 좌우(左右)에서 활을 쏘도록 하 다. 장면(墻面) 좌우(左

右)에 원총안(遠銃眼) 各1方8寸으로 뚫고, 당중(當中)에 천장(天井)의 제(制)를 모방해서 

근안(近眼)1혈(穴)을 설치 하고, 미석외단(眉石外端)을 方1尺으로 모두 뚫어 성안(城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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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게 하 다. 상(上)에는 방전만(方甎墁)을 덮고 회(灰)로 붙혔다. 전체 원성여

장(元城女墻)은 1,150첩(堞) 용도여장(甬道女墻)은 68첩(堞), 각문(各門) 및 옹성문외(甕

城門外) 여장(女墻)은 122첩(堞)2파(把)( 조(營造)1尺은 1파(把)이고, 4파(把)는 1첩

(堞)이다. 포(舖), 치(雉), 대(臺), 곽(墎)의 여장(女墻)은 99첩(堞) 3파(把)이다.

북평지(北坪地)부터 터를 닦었다. 동(東)으로는 용연(龍淵)의 하(下)에서 시작 하 다. 

대천(大川)을 건너서 천내(川內)를 수척사(水拓沙)로 25步 막어 북수문(北水門)(화홍문

(華虹門))이 되었는데 그 장소는 천서(川西)로부터 약간 비스듬히 북쪽 가까이 124步 3

尺의 거리에 북동포루(北東砲樓)가 있다. 주위가 21步1尺북동포서(北東砲棲)의 서(西)쪽

으로 128步 떨어진곳에 북동치(北東雉)가 있는데 주위가 20步로서 북동적대(北東敵臺)

가 상연(相連)되어 있다. 주위는 22步1尺 그곳에서 서향(西向)으로 4步 돌아 가면 북문

(北門)(장안문(長安門))인데 넓이가 26步이다. 기옹성(其甕城)의 주위는 55步, 옹(甕)으

로부터 서쪽으로 41步4尺의 거리에 북서적대(北西敵臺)가 있는데 주위는 22步1尺이다. 

북서적대(北西敵臺)의 서(西)쪽으로 156步의 거리에 북서포루(北西砲樓)가 있는데 주위

가 22步이다. 계속 북서포루(北西砲樓)에서 서(西)쪽으로 90步가면 북은구(北隱溝)가 되

는데 구(溝)의 넓이는 2步5尺으로 성내(城內)의 북지(北池)의 물을 저장 할 수 있도록 

성외(城外)에서 세거(細渠)를 끌었다. 북은구(北隱溝)로부터 서(西)쪽으로 37步의 거리

에 북포루(北舖樓)가 있는데 주위가 17步이다. 북포루(北舖樓)에서 서(西)로 계속100步

가면 서북공심곽(西北空心墎)이 있다. 주위는 23步. 남향(南向)으로 15步4尺 돌아가면 

서문(西門)(화서문(華西門))인데 넓이는 14步4尺, 옹성(甕城)의 주위는 29步이다. 이로서 

평지(平地)는 다하고 연산(緣山)으로, 위로 146步 가면 서북각루(西北角樓)인데 그 굴곡

(屈曲)을 편편하게 닦어 산등성이의 반내(半內)를 받침(산탁(山托)으로 하 다. 계속 70

步를 진행하면 서일치(西一雉)에 도달하는데 주위다 16步1尺이다. 서일치(西一雉)에서 

남(南)쪽으로 121步4尺의 가장 높은 곳에 이르면 서포루(西砲樓), 18步4尺이다. 서포루

(西砲樓)의 남(南)쪽으로 104步의 거리에 서이치(西二雉), 14步5尺이다. 계속 기남(其南)

으로 90步를 가면 팔달산정(八達山頂)에 이른다. 성(城)은 정고(頂高)을 따라 내(內)로 

8면(面)을 개간 하 다. 노대(弩臺) 및 2층장대(層將臺)는 여기에서부터 44步 떨어져 있

다. 그곳에서 조금 내려 가면 서암문(西暗門)에 이른다. 1곡(曲)을 꺾어서 문(門)이 있는

데, 넓이는 1步1尺이다. 다시 기(其)산등성을 타고 남향(南向)으로 똑바로 달려가면 126

步의 거리에 서포루(西舖樓), 20步가 있다. 계속 서포루(西砲樓)에서 남(南)으로 140步

을 가면 서삼치(西三雉), 14步4尺의 장소가 된다. 치(雉)에서 남(南)으로 90步의 거리에 

서남암문(西南暗文)이 있는데, 문(門)의 넓이는1步1尺이다. 기정남(其正南) 산마루에 암

문(暗門)을 선택한 외(外)에 용도(甬道)를 만들었는데 길이가 177步, 넓이가 6步, 3면

(面) 주위가 367步의 서남각루(西南角樓)(화양루(華陽樓))는 기남단(其南端)에 가파른 

곳에 있다. 서남암문(西南暗門)으로부터 돌아서 동향(東向)하면 남성(南城)의 지(址)가 

전개(展開)된다. 지세(地勢)가 다소 험준한데 101步의 거리에 이르면 남포루(南砲樓), 

20步2尺의 장소이다. 남포루(南砲樓)에서 동(東)으로 계속 90步 가면 남치(南雉), 주위 

14步2尺의 지점이다. 밑으로 평지(平地)에 이르면 71步의 거리에 3간은구(間隱溝)를 만

들었다. 구(溝)의 넓이는 4步, 이것은 성내(城內)로 천서(川西)의 지류(支流)를 끌어 들

인다. 구(溝)에서 동(東)으로 40步1尺 거리에 남서적대(南西敵臺), 보척(步尺)1의 장소이

고 또 41步의 거리에는 남문(南門)(팔달문(八達門)), 넓이 25步4尺이 있다. 옹성(甕城)의 

주위는 55步, 옹(甕)으로부터 동(東)으로 41步1尺의 거리에 남암문(南暗門)의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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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이 3步 여기서부터 30步4尺 떨어 진곳에 가면 남공심곽(南空心墎)에 이른다. 26步. 거

기에서 돌아서 북향(北向)으로 73步의 거리에 남수문(南水門)이 있는데 수척사(水拓沙)

를 막음은 북수문(北水門)과 같다. 넓이 교시(交是) 25步. 수문(水門)으로부터 동(東)으

로 평지(平地)를 지나 30步 가면 산상(山上)에 이르는데 기지세(其地勢)가 상당히 험준

하다. 계속 30步를 가면 동남각루(東南角樓)를 만들어 놓은 장소이다, 그 정상(頂上)에

서 평지(平地)로 거슬러 올라가 북(北)쪽으로 면연(緜延)하면 동일치(東一雉)에 이른다. 

경(徑)이 666步로서 일자문성(一字文星)으로 되어 있는데 성(城)은 기후(其後)를 안고 

있다. 각루(角樓)로부터 북(北)으로 59步3尺의 거리에 동삼치(東三雉) 17步가 있다. 또 

123步1尺 떨어진 곳에 동이포루(東二舖樓), 15步3尺의 장소가 있다. 포(舖)로부터 105步

의 거리에 봉곽(烽墩)이 있는데, 곽(墎)은 성(城)밖으로 돌출 되었다. 주위는 23步4尺. 

곽(墎)의 북쪽으로 141步의 거리에 동이치(東二雉), 16步의 장소가 있다. 계속 110步 가

면 동포루(東砲樓), 20步가 있다. 루(樓)의 북(北)쪽으로 110步2尺의 거리에 또 17步로 

전개(展開)된 동일치(東一雉)에 이른다. 치(雉)에서 북(北)으로 125步 떨어진 곳에 동일

포루(東一舖樓)에 이른다. 포(舖)의 지점은 17步1尺이다. 여기에서부터 조금 동(東)으로 

전만(轉彎)하면 북(北)으로 동문(東門)(창룡문(蒼龍門))의 지점에 이른다, 그 사이는 186

步2尺, 문(門)의 넓이는 16步2尺이다. 1옹성(甕城)의 주위는 24步. 옹(甕)으로부터 일직

선(一直線)의 북(北)으로 96步 거리에 동북노대(東北弩臺)가 있는데 주위가 16步 2尺이

다. 계속 서북(西北)쪽으로 굽어서 60步를 가면 동북공심곽(東北空心墎)에 이른다. 곽후

(墎後)로부터 돌아서 서(西)로 150步의 거리에 동장대(東將臺)가 있다. 성(城)은 대후(臺

後)를 돌아서 둘러 싸고 있는데 서(西)에는 동암문(東暗門)이 있다. 그 사이는 고하(高

下) 166步, 문(門)의 넓이는 1步2尺이다. 문(門)의 서(西)에서 약간 북쪽으로 조금 높게 

137步를 가면 동북포루(東北舖樓)(각건대(角巾臺)(, 15步4尺)의 지점이 된다. 계속 서

(西)쪽으로 돌아 하(下)로 76步4尺을 가면 벽성(甓城), 40步의 장소에 도달 한다. 그 사

이에 북암문(北暗門)은 其1步를 차지 한다. 문동(門東)은 18步, 문서(門西)는 21步 등이

다. 벽성(甓城)으로부터 서두(西頭)쪽으로 북전(北轉)하여 더욱 높이 19步를 올라가면 

동북각루(東北角樓)(방화수유정(訪花隨柳亭))의 장소에이른다. 옛부터 용두(龍頭)의 상

(上)으로 불리는 용연(龍淵)이 기북(其北)에 있다. 동북각루(東北角樓)로부터 40步의 거

리에 이르면 각(角)이 끝나고 천(川)에 이른다. 이곳에 일성(一城)의 터전을 이룩 하

다. 성(城)의 주위를 자세히 관찰하면 전성(全城)의 득지(得址)는 전체 5,130步이다.

산상동북성(山上東北城)에서 용연지상(龍淵之上)에 이르는 흙의 품질은 황백(黃白)이

다. 자세히 살펴 보면 돌 같기도 하고 돌 같지도 않다. 땅의 깊이 4尺5寸, 넓이 20尺을 

판다. 먼저 석저(石杵)로서 감내(坎內)로 다지고 다음 자갈을 집어 넣는다. 그리고 수항

저(水夯杵)로서 두께 5∼6寸으로 다진다. 다음 흙을 붓고 3寸까지 다진 다음 자갈을 다

시 집어 넣고 흙을 부은 다음 다시 저(杵)로 상(上)과 같이 다진다. 평지(平地)에 한(限)

해서는 여러 가지를 섞어 붓고, 여러 가지로 다져서 두께 1尺으로 만든다 그리고 전석

(磚石)을 깔고 다음 돌로 가리다 연후(然後)에 성석(城石)을 붙이기 시작한다. 외부(外

部)는 퇴전(退磚)으로 둘레를 깔았다. 그 넓이는 8∼9尺, 그리고 흙을 덮고 다시 견고하

게 다져 성석일층(城石一層)까지 이르도록 하 다. 다음 삼대(三臺) 정도로 흙으로 가린

다 그리고 노대(弩臺)의 북(北)쪽으로부터 동북각루(東北角樓)에 이르는 곳에는 흙이 붉

고 기름져서 표토(表土)를 5尺 깊이 파내러 갔다. 모든 다짐은 상(上)과 동일(同一)하고 

전(磚)을 2중(重)으로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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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山上) 서성(西城)지점의 토성(土性)과 동북성(東北城)은 같다. 포루상남(砲樓上

南)에서 화양루(華陽樓), 남포루(南砲樓)까지 개척하니 수척(數尺)의 석각(石角), 큰돌, 

탱주(撑柱)가 6백여보(百餘步)나 된다. 그 지역을 편편 하게 깎으면 다짐(저축(杵築))할 

필요도 없고 필요한 돌을 멀리서 천맥(泉脈)이 계속 흐르는 남포루하(南砲樓下)까지 옮

겨올 필요도 없다. 그래서 지하(地下)로 6尺을 파고 잡석(雜石)을 채워서 세는 물이 은

구(隱溝)를 통하도록 전(磚)를 3중(重)으로 깔았다. 

남북(南北) 평지(平地)의 토성(土性)은 무두 여세(黎細)하기가 진흙 같아 지하(地下) 6

尺을 파고 전(磚)를 3중(重)으로 깔았다. 그리고 북조천변(北朝川邊)은 모두 자갈이다 

그래서 굴지(掘止) 4尺하여 전일층(磚一層)을 깔았다.

북문(北門)지점은 남북(南北)으로 20步, 조서(朝西)로 47步 개척 하 다. 연후(然後) 

지하(地下)로 17尺7寸를 사수저(沙水杵)로 다졌다. 평지(平地)에는 두께 3尺2寸으로 다

시 다져 회(灰)를 1尺5寸의 두께로 발랐다.

남문(南門)지점은 4방(方)이 같다. 북문(北門)에서는 5尺을 파니 물이 솟아 나와 사람

을 시켜 물퍼내니 4일만에 멈추어 9尺을 더 파가지고 상(上)과 같이 다졌다.

조서이문(朝西二門) 지점은 각(各) 조서(朝西) 19步, 남북(南北) 27步로 개척하여 지

하(地下)로 8尺을 파다, 평지상(平地上)에 1尺 두께로 쌓고 회(灰)로 두께 1尺 다시 덮

었다.

남북(南北) 수문(水門) 지점은 조서(朝西) 38步, 남북(南北) 51步로 개척하고 지하(地

下)로 14尺 파서 사수저(沙水杵)로 다지고 전(磚)을 2중(重)으로 깔았다. 교내외(橋內外)

를 역시(亦是) 넓게 하여 어린전석(魚麟磚石)을 깔고 말단(末端)에는 또 장석(長石)을 

수직으로 체웠다.

서장대(西將臺)의 지점은 석학(石确)이 흙으로 덮혀 있었다. 기지세(其地勢)가 조북

(朝北)쪽으로 경사 되었다. 대하(臺下)는 편협하기 때문에 석(石), 토(土)를 쌓고 나무를 

꽂아 주위를 모래로서 덮었다. 그리고 정상(頂上)을 골라서 광기고(廣旗鼓)의 장소로 삼

기로 하여 보축(補築)의 높이를 거의 3장(丈)으로 하 다. 산정(山頂)의 개척 된곳은 70

步이다.

동장대(東將臺) 장대(將臺)의 지점은 본래 황폐하여 정리하고 흙을 돋은 것이 약(約) 

4∼5尺된다. 조남우(朝南隅)의 보축처(補築處)는 높이가 거의 1장(丈)이다. 후성(後城)으

로부터 조(朝)으로 하대(下臺)까지 보강 된 곳은 53步이다. 넓이는 66步, 장외(墻外)는 

평조장(平操場)을 개척하여 조서(朝西) 180步, 남북(南北)240步가 된다. 시작 할 때 모

두 잔여도전(殘餘稻田)의 계로(界路)도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소사(騷射)가 불편(不便)

하여 노동력이 10배(培)가 들었다.

채석지(採石地)는 모두 5개 소(所)로서 숙지(孰知)와 여기(如岐) 양산(兩山)에 분설(分

設)되어 있었는데 각자(各者)2권동(權洞)을 가지고 있었다. 1 축(營築)을 시작 할 때에 

산석지(産石地)가 아니니 슬전(瑟甎)을 사용 하자고 주장 하고 또 토성(土城)을 쌓자고 

말하는 등 중의(衆議)가 불일치(不一致) 하 다. 

부(府)에서 서(西)쪽으로 5리(里) 떨어진곳 공석면(空石面)에 숙지산(孰知山)이 있고 

또 기서(其西)쪽으로 5리 떨어진 곳에 여기산(如岐山)이 있는 것을 인정하 다. 처음에 

흙으로 있어서 하나의 돌이 있는지를 몰랐다. 그리고 석맥(石脉)을 찾을 때 까지 기굴착

(其掘鑿)에 종횡(縱橫)으로 가첩(架疊)하여 점차 나타났다. 기후(其後)에 또, 양산(兩山)

에서 또 하나의 권동석녹(權洞石麓)를 얻었다. 또 서성(西城)이 개기(開基) 하는날 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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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達)의 왼쪽 등성에서 남(南)쪽으로 각도(角道) 6∼7백전(百前)에 이르는 곳은 모두 

석맥(石脉)으로 얽혀 있다. 그래서 서성(西城) 일면(一面)은 모두 본지(本地)에서 채굴 

한 것을 사용하 는데 대개 숙지(孰知)의 돌은 강(剛)하고 세(細)하며, 여기(如岐)의 것

은 대단히 거칠다. 전체 채석(採石)의 수(數)는 숙지(孰知)에서 약(約) 81,100여개, 여기

(如岐)에서 약 62,400여개, 권동(權洞)은 약(約) 30,200여개 그리고 팔달(八達)에서는 약

(約) 13,900여개이다. 

장안문(長安門)(편제(扁題)은 전참판(前參判) 조운형(曺云亨)이 쓰다)은 성(城)의 북문

(北門)인데 행궁(行宮)의 좌(左)에서 약간 동쪽으로 780步의 거리에 있다. 방향은 동남, 

서북(기(己), 해(亥)), 문(門)에는 내외(內外) 홍예(虹蜺)를 설치, 내두(內竇) 높이는 19

尺, 넓이 18尺2寸, 외두(外竇) 높이 17尺5寸, 넓이 16尺2寸, 전체 두께 40尺, 내면(內面) 

좌우(左右)에는 무사(武砂)(성석(城石)의 숙련자가 문방석면(門傍石面)을 만든 것을 무

사(武砂)라고 부른다)가 있다. 각하(各下)의 넓이는 67尺8寸, 높이 23尺 5寸이다. 좌우와

장태(左右臥長台)의 길이는 각(各) 32尺 4寸이다. 석제(石梯)는 각(各) 23층(層), 넓이 

17尺 2寸이다. 외면(外面) 좌우(左右)에도 무사(武砂)가 있는데 각(各) 넓이는 41尺 높

이 22尺5寸이다. 내외(內外) 홍예(虹蜺)사이 좌우(左右)에 무사(武砂)가 있는데 각(各) 

높이 21尺이다. 양선(兩扇)속에 입는 철엽(鐵葉)에는 가로 열쇠가 있다. 홍예(虹蜺) 개판

(蓋板) 밑에는 운기(雲氣)를 그렸다. 판상(版上)에는 삼물(三物)(석회(石灰), 세사(細沙), 

황토(黃土))을 골고루 발랐다. 두께 4寸. 내외홍예상(內外虹蜺上)에는 부형무사(缶形武

砂)를 첨가하고 이층장태(二層長台)에는 누조(漏槽) 각(各) 4(넓이 1尺, 깊이 5寸)개를 

설치 하 다. 내면(內面)의 평여장(平女墻)은 넓이 88尺7寸, 높이 4尺3寸, 두께 2尺5寸

이다. 외면(外面) 여장(女墻)의 고후(高厚)는 상(上)과 동(同)하고 넓이는 동서장외(東西

墻外)에 각(各) 7尺4寸으로 여기에 이르러 높이는 6尺으로 되었다. 연접된 옹성상(甕城

上)에는 소홍예(小虹蜺)가 열치(列置)되었다. 타구(垜口) 10개(첩(堞) 즉 11개)에는 방안

총혈(方眼銃穴) 12개(방명(方名) 8寸 매첩(每堞) 1혈중(穴中) 1첩(堞) 즉 2혈(穴))을 만

들었다. 동서여장(東西女墻)의 각(各) 넓이는 35尺5寸이다. 장내(墻內)에 루이층(樓二層)

을 세웠는데 전체 높이는 32尺9寸이다. 상하(上下) 각(各) 10간(間)의 가로 넓이 5간

(間), 세로 길이 2간(間), 하층(內7包, 外5包), 정간(正間) 넓이 22尺 5寸이다. 포판(鋪板)

하여 저(底)를 만들었다.(높이1尺(尺)). 좌우(左右) 협간(夾間)은 각(各), 인데 넓이는 모

두 12尺이다. 기(其) 가로 2간(間)의 전체 길이는 24尺이다. 서협(西夾) 제일간(第一間) 

및 동협(東夾) 제2간(間) 각(各) 곡란층제(曲欄層梯)를 설치하 다. 이는 상층(上層)을 

통(通)해서 서(西)로, 북(北)에서 동(東)으로 남(南)에서 위로가게 하 다.(서제하(西梯

下)에 전문(箭門)을 설치하 는데 잠구어 두고 방어시(防御時)에는 열도록 돼 있다). 상

층(上層)(내외(內外) 모두 7포(包)), 정간(正間) 및 좌우제일협간(左右第一夾間)의 넓이

는 모두 하층(下層)과 동일(同一)하다. 第2협간(夾間)의 각(各) 넓이는 9尺 그가로 2간

(間)의 전체 길이는 18尺으로 4면(面)을 포판(鋪板)하여 판문(板門)을 설치하고 3면에 

모두 짐승의 얼굴을 그렸다. 그리고 바가지(호로(葫蘆))형태의 전안(箭眼)을 뚫었다(판

각(板各) 일혈(一穴), 경삼촌(徑三寸), 직봉(直縫) 역시(亦時) 3寸). 내면(內面)에는 태극

(太極)을 그렸다. 단청(丹靑)은 삼토(三土)를 사용 하 고 량상(樑上)에는 회(灰)를 발랐

다 따로 수문청(守門廳)을 내서변(內西邊)에 건립(建立)하 다.

북옹성(北甕城)은 장안문(長安門)의 외성(外城)이다. 성서(城書)에 말하기를 옹성(甕

城)을 따라서 대소(大小)가 마치 반부(半部)형상이다. 옹문상(甕門上)에는 적루(敵樓)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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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지 않았다. 정성횡립(正城橫立)으로 방어(防禦)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옹(甕)은 정문

(正門)으로부터 좌우(左右)에 무사(武砂)가 各 7步에 걸쳐 있고, 옹축(甕築)을 세워서 성

(城)의 높이가 17尺이 되게 하 다. 내위(內圍)는 159尺6寸, 외위(外圍)는 209尺, 하도

(下都)의 두께는 15이다. 상수(上收)의 두께는 12尺, 외면(外面)에는 현안(懸眼)을 16개

(각장(各長) 12尺, 경(徑) 1尺2寸)뚫었다.. 내면(內面)에는 벽루조(甓漏槽)를 8개(경각(徑

各) 5寸)를 설치 하 다. 고제(古制)로는 다만 일 문(門)만을 만들었다. 혹은 좌(左) 혹

은 우(右)측 지금은 4벽(闢)(4면(面)을 개척) 8달(達)의 뜻을 취(取)하여 기중(其中)에 

문(門)을 정문(正門) 바로 앞에 세웠다. 양문(兩門)의 사이는 10步 3尺의 거리가 있다. 

석(石)으로 내외홍예(內外虹蜺)를 만들었다. 내두(內竇)의 넓이 18尺, 높이 19尺, 외두

(外竇)넓이 16尺, 높이 17尺5寸이다. 내외(內外) 홍예(虹蜺)사이에는 좌우(左右)의 높이

가 21尺이다. 양선(兩扇)내에는 철(鐵)로서 자물쇠를 만들었는데 마치 정문(正門)과 같

다. 홍예개판상(虹蜺蓋板上)에는 삼물(三物)을 칠하고 거듭 벽전(甓甎)을 쌓아 그위에 

오성설(五星泄)를 설치하 다. 실정기(實政記)에서 말하기를 오성설(五星泄)의 모습은 

저조류(猪槽㙧)와 같다, 다섯  구멍이 승(升)과 같아 적(敵)이 방화(放火)할때 문(門)을 

열어 물을 내려보낸다) 설면(泄面)의 전체 길이는 14尺, 넓이 5尺, 깊이 2. 이다. 매(每) 

구멍의 경(徑)은 1尺이다. 설상(泄上)에는 여장(女墻)9첩(堞) 설치 하 는데 전체 넓이

는 38尺이다. 기좌우(其左右) 각저(各底) 1층(層)에는 철형(凸形) 여장(女墻)7을 설치 하

다. 넓이는 각(各) 10尺2寸, 높이는 5尺으로 성정(城廷)에 접(接)하고 또 반철(半凸)으

로 층(層)을 만들었다. 높이는 9尺, 각(各) 총안(銃眼)1혈(穴)을 뚫었다. 내면(內面)의 주

위에는 여장(女墻)이 있는데 높이는 3尺5寸 두께는 모두 2尺6寸이다. 옹상(甕上)에는 모

두 방전(方甎)을 깔고 좌우단(左右端)에는 벽(璧)로서 홍소판문(虹小板門)을 설치하여 

성상(城上)과 통하게 하 다. 문(門)의 양방(兩傍)에도 역시 평여장(平女墻)을 설치 하

는데 높이가 10尺7寸이다.

북성적태(北城敵台) 둘은 장안문(長安門)의 좌우(左右)에 있는 각(各) 거리는 53步이

다. 고제(古制)는 70步의 거리에 일 태(台)을 세우고 궁전(弓箭), 화창(火槍)을 태상(台

上)위에 구비하여 두었다.  성서(城書)에 말하기를 지금의 성(城)은 실탄(失彈)이 불필

요(不必要)하다. 비록 창선(槍筅)이 있지만 상자(上刺)하는 것으로 그 나머지는 전체 장

(丈)의 높이 이다. 태(台) 양변(兩邊)에서는 적(敵)이 성(城) 밑에 이르지 못하도록 감시

한다. 또 비스듬히 쏘는 실탄(失彈)을 피할 수 없어 아군(我軍)이 상(傷)하게되 받로 제

대(制臺)의 높이를 22尺으로 개량 하 다. 그리고 원성여첩(元城女堞)과 더불어 모두 성

(城) 밖에 절반이 돌출하도록 하고 절반은 성내(城內)로 들어 가게 하 다. 외면상(外面

上)의 넓이는 26尺이다. 상목(上牧)의 넓이는 21尺으로 현안(懸眼)이 3개 있다.(각장(各

長) 20尺 경(徑) 1尺5寸), 좌우하(左右下)의 넓이는 각(各) 29尺 , 상목(上牧)의 넓이는 

각(各) 24尺으로 둘 다. 철형여장(凸形女墻) 외면(外面)에는 11첩(堞)이 있는데 높이는 

5尺, 두께 2尺8寸이다. 각 명안(銘眼)(方6寸)을 뚫었다. 내면(內面) 좌우(左右)의 평여장

(平女墻)에는 각(各)1첩(堞)이 있는데 넓이는 8尺 이다. 허기중(虛其中)의 5尺에는 석등

(石磴)을 설치해서 대상(臺上)으로 통하게 하 다.

8달문(達門)(편제(扁題)은 전참판(前參判) 조윤형(曹允亨)이 쓰다)은 성(城)의 남문(南

門)으로 행궁(行宮)의 오른쪽, 약간 동(東)으로 500步 떨어진 거리에 있다. 방향은 북

(北), 남(南), 홍예문(虹蜺門)의 넓이는 18尺, 외(外)의 넓이 16尺, 나머지는 장안문(長安

門)과 같다(나무 사이에 칼을 네자루 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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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옹성(南甕城)을 8달문(達門)의 외성(外城)이다. 내외홍예(內外虹蜺)는 모두 벽(甓)로

서 이루어 쳤고 현안(懸眼) 12개를 설치하 다. 옹상(甕上) 외면(外面)에는 좌우(左右)

에는 철형여장(凸形女墻)이 있는데 各9첩(堞)이 있다. 나머지는 모두 북옹성(北甕城)과 

동일(同一)하다.

남성적대(南城敵臺) 둘은 팔달문(八達門)의 좌우(左右)에 있다. 외면(外面)에는 현안

(懸眼) 2개를 설치하 다. 나머지(그외는) 북적대(北敵臺)와 같다.

창룡문(蒼龍門)(편액(扁額)은 판부사(判府事) 유언호(兪彦鎬)가 쓰다)은 성(城)의 동문

(東門)으로 서남(西南)에서 행궁(行宮)까지 1,040步의 거리이다. 방향(方向)은 서(西), 동

(東), 내외홍예(內外虹蜺)를 설치, 내고(內高) 16尺 넓이 14尺, 외고(外高)15尺, 넓이 12

尺으로 전체 두께 30尺이다. 내면좌우(內面左右)에 무사(武砂)가 있는데 각(各) 넓이 25

尺 높이 18尺이다. 내외(內外) 홍예(虹蜺)사이에는 좌우(左右)에 무사(武砂)가 있다. 각

(各) 높이 17尺이다. 양선문(兩扇門)안에는 철(鐵)로서 자물쇠를 만들었다. 홍예개판상

(虹蜺蓋板上)에는 삼물(三物)로서 처리하 다. 두께 3寸, 거듭 내외장대(內外將臺)는 각2

층, 누조각(漏槽各) 2개를 첨가하 다. 내면평여장(內面平女墻) 넓이는 51尺 높이는 4尺

7寸 두께는 2尺1寸이다. 외면여장(外面女墻)의 고(高), 후(厚) 상(上)과 동일(同一)하다. 

그리고 타구(垜口) 6개 (첩(堞) 즉 5), 방안총혈(方眼銃穴) 6개(각방(各方)8寸, 중1첩(堞) 

즉 2穴)을 가졌다. 좌우(左右) 여장(女墻)의  각 넓이는 23尺, 높이는 5尺6寸이다. 그안

에 소판문(小板門)을 설치하 는데, 높이는 6尺, 넓이 5尺5寸이다. 장내(墻內)에 루육간

(樓六間)(내외(內外) 3포(包), 2익(翼)2)을 세웠다. 정간(正間)의 넓이 16尺5寸, 포판(鋪

板)으로 저(底)(높이 1尺)하 다. 좌우(左右) 협간(夾間) 각(各) 넓이 8尺5寸, 그리고 종

이간(縱二間)이 있는데 전체 길이 16尺이며, 기둥 높이는 7尺5寸이다. 단청(丹靑)은 3토

(土)를 사용하 다. 량상(樑上)에는 회(灰)를 발랐다. 수문청삼간(守門廳三間)은 문내(門

內) 북변(北邊)에 있다(나무 사이에 칼 2자루를 끼우다)

동옹성(東甕城)의 제(制)는 옛것을 취(取)하여 한 면(面)만 개설(開設)하 다. 옹(甕)

을 쌓는데 성문(城門)의 왼쪽이 원성(元城)과 접(接)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성(京城)의 

흥인문(興仁門) 처럼 외문(外門)을 설치하지 않았다. 옹제(甕制)는 문(門)에서 석(石)로 

6步3尺 떨어진 곳에서 세웠다. 문좌(門左) 역시(亦是) 6步3尺의 거리를 두어 성(城)과 

부접(不接)하게 하 다. 그 사이의 거리가 4步1尺이 된다. 옹(甕)의 높이는 9尺6寸, 내면

(內面)에 석축(石築)하 는데 주위는 57尺의 거리이다. 정문(正門)의 경(徑)은 28尺이다. 

외면(外面)은 벽(甓)로 쌓았는데 주위가 91尺, 하후(下厚)는 11尺5寸이다. 상수(上收)의 

두께는 10尺5寸이다. 내면(內面)에는 벽루조(甓漏槽) 4개(각경(各徑) 5寸)를 설치 하

다. 주위는 평여장(平女墻)인데 높이는 3尺 두께 2尺5寸이다. 외(外)에는 현안(懸眼) 3개

(각장(各長) 8尺5寸, 경(徑) 1尺)를 뚫었다. 옹상(甕上)에는 회(灰)를 발르고 다졌다.(삼

물(三物) 혼합). 그 남단(南壇)에는 석등(石磴)을 설치해서 원성(元城)과 통하게 하 다.

 화서문(華西門)(편액(扁額)은 좌의정(左議政) 채제공(蔡濟恭)이 쓰다)은 성(城)의 서

문(西門)으로 동남(東南)에서 행궁(行宮)까지 460步의 거리이다. 방향은 동(東), 서(西), 

홍예(虹蜺) 및 문루(門樓)의 제(制)는 모두 창룡문(蒼龍門)과 같다. 다만 좌우(左右) 석

제(石梯)는 완곡하게 층(層)을 이루었고, 내면(內面) 좌우(左右)에는 무사(武砂)로 되었

다. 하(下)의 넓이는 각(各)9尺․외면(外面) 넓이 각(各) 22尺2寸이다. 홍예(虹蜺)사이에 

좌우무사고(左右武砂高)는 각(各) 18尺이다. 수문장(守門將)은 문내남변(門內南邊)에 있

다.(나무 사이에 칼이 두 개 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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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옹성제(西甕城制)는 동옹성(東甕城)과 같다. 고(高) 척(尺) 내(內) 주위는 76尺의 거

리이다. 정문경(正門徑)은 36尺 外 주위는 110尺이다. 내외면(內外面) 모두 평여장(平女

墻)을 설치하 다. 외면(外面)에는 방안총혈(方眼銃穴) 19개, 사혈(射穴) 6개를 뚫었다. 

그 외는 무도 동옹성(東甕城)과 같다.

남암문(南暗門)은 팔달문(八達門)의 동(東)으로 79步3尺 떨어진 고에 있다. 남향(南

向)으로 약간 편벽된 암문(暗門)이다. 성(城)의 간문(間門)인데 고제(古制)에 간문(間門)

은 깊고 편벽한 곳에 설치하여 적(敵)으로 하여금 그 길을 불명(不明)하게 하고 사람 가

축, 장비와 식량을 성내(城內)로 들여오는데는 모두 이곳을 통과하 다. 두(竇)에 흙을 

채우고 문(門)을 막을면 성(城)과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 열고 닫는 준비가 

되었다. 성(城)을 따라서 석홍예(石虹蜺)의 제(制)를 설치하는 것은 정문(正門)과 같다. 

균일(均一)하게 소내(小內)의 넓이는 13尺1寸, 높이 12尺이다. 외(外)의 넓이는 11尺8尺 

높이 11.5寸이다. 문상(門上)에는 개판(蓋板)하 다. 판상(板上)에는 회(灰)칠을 하 다. 

내외(內外)에는 여장(女墻)을 내축(來築)하 다. 그리고 외(外)에는 비예(脾睨)를 세우고 

망대(望臺)(누노(樓櫓)는 건설하지 않았다. 다만 실상(實上)에 잔디(사(莎))를 덮어 성상

(城上)의 길과 통하게 하 다. 문선(門扇) 안에는 철(鐵) 서로 자물쇠(고리)를 한 것은 

정문(正門)과 같다.

동암문(東暗門)은 동장대(東將臺)의 서(西)쪽으로 166步의 거리에 있다, 동(東)에 위

치(位置)한 북향문(北向門)으로 벽(甓)로서 내외홍예(內外虹蜺) 쌓고 일기(一騎)에 통

(通)할 수 있게 하 다. 내(內)의 넓이는 7尺 높이 8尺, 외의 넓이 6尺 높이 7尺5寸이다. 

문상(門上)에는 벽(甓)을 깔고 망대(望臺)f를 세우지 않았으며 다만 오성지(五星池) 및 

일대원여장(一大圓女墻)르 설치 하 는데 마치 목전붕(木戰棚)의 제(制)와 같다. 좌우

(左右)에는 각(各) 비예(脾睨)를 구비하고 내면(內面)에는 평여장(平女墻)을 설치하 다. 

그의는 남암문(南暗門)과 같다.

북암문(北暗門)은 동북각루(東北角樓)의 동(東)으로 40步의 거리에 있다. 벽성(甓城)

의 사이에는 내외홍예(內外虹蜺)가 있는데 역시(亦是) 벽(甓)로서 쌓았다. 내(內)의 넓이 

4척6寸, 노이 6尺5寸이다. 문정(門頂)에는 도여장(圖女墻)을 설치 하 는데 제(制)는 동

암문(東暗門)과 같다. 홍예(虹蜺)사이에는 석등(石磴)을 설치해서 밑에 지세(地勢)보다 

높게 하 다.

서암문(西暗門)은 서장대(西將臺)의 남(南)으로 40步의 거리에 있다. 즉 팔달산(八達

山) 남쪽 등성 사이에 축성(築城), 완곡된 문(門)으로 방향은 북(北)이다. 밖으로부터 두

(竇)가 있는지 여부(與否)를 바라 볼 수 없다. 벽(璧)로서 홍예(虹蜺)를 만들었다, 내

(內)의 넓이 5尺6寸, 높이 7尺7寸이다. 외의 넓이 4尺1寸, 높이 7尺2寸, 내외에는 평여장

(平女墻)을 설치하고 그 외는 타제(他制)와 같다. 그러나 문(門)이 삼요로성(三腰路城)밖

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문내(門內)에 석(石)을 쌓아 방감(方坎)을 만들고 등(磴)을 설치

해서 기북(其北)이 명암(明暗)의 소로(小路)를 상하(上下)로 통하게 하 다.

서남암문(西南暗文)은 서암(西暗)문의 남(南)쪽으로 367步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실

질적인 용도(甬道)가 되어 화양루(華陽樓)로 가는 통로(通路)를 건설하 다. 벽(璧)로된 

홍예내(虹蜺內)의 넓이는 7尺, 높이 8尺5寸, 외(外)의 넓이 6尺, 높이 8尺이다. 상(上)에

는 내외(內外) 평여장(平女墻)을 설치하 다. 장내(墻內)에 집을 세움은 포사(舖舍)로 이

용하엿다.

서남포사(西南舖舍)는 암문상(暗門上)에 있는데 높은 곳에서 먼곳을 관찰하여 경보(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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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를 하도록 되 있는 곳이다. 옥제(屋制)는 방일간(方一間)으로 높이 8尺5寸, 동시(同

時)에 온돌(溫堗)를 놓았다. 4면(面)에는 판문(板門)을 설치하고 밖에는 짐승의 얼굴을 

그렸다. 단청(丹靑)은 삼토(三土)를 사용하고 량상(樑上)에는 회(灰)를 발랐다.

북수문(北水門)은 편액(扁額)에 화홍문(華虹門)이라고 적혀있다(선비 유한지(兪漢芝)

가 쓰다), 방화수유정(訪花隨柳亭)의 서(西)쪽으로 44步의 거리에 있다. 광교대천(光敎大

川)이 일성(一城)을 가로 지르고 있다, 여름 마다 물이 범람하여 축성(築城)의 초(初)에 

방해가 되었다. 그래서 선결 사업으로 수도(水道)를 넓게 개통할 목적으로 천상(川上)위

에 7간(間)의 홍예석교(虹睨石橋)와 그 동서(東西)에 각삼간(各三間)을 설치하 다. 하

(下)의 넓이는 8尺 높이 7尺8寸, 그중 일간(一間)의 넓이는 9尺 높이 8尺3寸이 되었다. 

칠간내외(七間內外) 홍예(虹蜺)의 이 에는 각(各) 좌우(左右)에 주석(柱石) 4개를 수립

(竪立)하 다. 기홍예(其虹睨)가 상접(相接)하는 곳에는 청연무사(蜻蜒武砂)를 부착(附

着)하 다. 그 중에는 부형무사(缶形武砂)로 부가(附加)하 다. 그리고 교석(橋石)을 깔

고 교상(橋上) 내외면(內外面)에는 장대석(長臺石)을 설치하 다. 하전석(下磚石)으로부

터 교저(橋底)까지의 높이는 8尺7寸, 교후(橋厚)는 1尺9寸이다. 장대석(長臺石) 높이다 

1尺. 교(橋)의 넓이는 31尺 길이 95尺이다. 외면(外面) 장대상(長臺上)에는 누조(漏槽) 7

개(각(各) 넓이 1尺, 깊이 5寸)를 설치하고 기상(其上)에는 벽(甓)을 쌓아 첩(堞)을 만들

고 타구(垜口)는 건설하지 않았다. 높이 5尺4寸, 두께 4尺8寸, 하(下)에는 방안대포혈(方

眼大砲穴) 8개(방각(方各) 1尺)을 뚫었다. 내면(內面)에는 다만 장대(長臺)만 있는데 누

혈(漏穴) 6개를 뚫었다. 동서(東西) 서단(西端)에는 팔면석주(八面石柱)를 세웠다. 기상

(其上)에는 교룡(交龍)(이(螭))을 조각 하 다. 서주(西柱)의 북(北)쪽과 동주(東柱)의 동

(東)쪽에는 모두 낮은 담(원(垣))을 쌓고 전판문(箭板門)을 설치하여 동성(東城)의 로

(路)와 통하게 하 다. 교상(橋上) 근북(近北)에는 루(樓)6간(間)을 건설 하 다. 동서

(東西) 가로의 넓이 삼간(三間), 남북(南北) 세로의 길이 2간(間)인데 포판(鋪板)하 다. 

높이 솟은 첩상(堞上) 4면(面)에는 나누어 소문(小門)을 설치하 다. 그리고 동(東), 서

(西), 남(南) 3면(面)에는 하엽란간(荷葉欄干)을 부착(附着)하 다. 난하(欄下)를 벽(甓)

로서 둘러 장(墻)이 되게 하 다. 허(虛) 기남(其南)쪽 가운데 일간(一間)이 있는데 방사

(放射)를 출입(出入)시키도록 되어 있다. 제(制)는 포루(砲樓)와 같다. 교상(橋上)에서 

포판(鋪板)까지의 높이는 6尺2寸, 북면(北面)에는 소문(小門)을 나누어 세웠다. 외퇴판상

(外退板上)에는 전붕(戰棚)을 설치하 다. 판문하(板門下)는 벽첩(甓堞)과 접(接)하고 밖

에는 짐승의 얼굴을 그렸다. 그리고 전총(箭銃)을 뚫었다. 원청(圓靑)은 녹(綠)으로 처리 

하 고 진채(眞彩)는 사용하지 않았다. 량상(樑上)에는 회(灰)를 칠하 다. 누남교상(樓

南橋上)의 길의 넓이는 5尺, 교하(橋下)의 7홍예(虹蜺)는 각(各) 철전문(鐵箭門)을 설치

하여 색구(索鉤)로서 양선(兩扇)을 관출(貫出)시켰다. 교면(橋面)의 석안(石眼)에는 환가

소(環加銷)로 처리 하 다. 문내(門內) 양안(兩岸)에  석(石)을 쌓았는데 길이 6步1 높이 

4尺 5寸이다. 문외(門外)의 석축(石築)은 각장(各長)이 5步1 높이 5尺5寸으로 상(上)으

로 성신(城身)에 접(接)한다. 전체 높이 16尺이다. 이것은 실제로 동천(東川)과 서천(西

川)이 상대적(相對的)으로 완곡하여 원성(元城) 양두(兩頭)의 모든 곳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전붕(戰棚)과 좌우(左右) 상거(相去)는 각(各) 29尺이다. 그위에 또 삼타여장(三

垜女墻)을 좌우(左右)의 벽첩지상(甓堞地上)에 설치하 다. 그것은 장(墻)과 접(接)하는

데 높이는 4尺4寸, 두께는 2尺2寸이다.

남수문(南水門)은 귀천(龜川)의 상(上)에 있다. 대천(大川)은 화홍(華虹)으로부터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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步를 직류(直流)하여 귀천(龜川)에 이르러 일성수구(一城水口)를 만들었다. 축성시(築城

時) 이곳에 이르러 또 수문(水門)을 만들어 화홍(華虹)과 대기(對起)하여 그 흐름을 인

도하 다. 돌로 만든 구간홍예(九間虹蜺)에는 철전(鐵箭)을 설치하여 관소(關銷)는 화홍

(華虹)의 제(制)와 같이 하 다. 홍예의 넓이는 각(各)6尺3寸, 높이 9尺이다. 구홍예(九

虹蜺) 좌우(左右)에는 각간주석(各間柱石) 8개를 세웠다. 석교(石橋)를 건너는데 다리의 

길이는 95尺 넓이 19尺이다. 내외면(內外面)에는 각 장대(長臺)를 설치하 다. 하전석

(下磚石)에서 교저(橋底)까지의 높이는 9尺5寸, 다리 두께는 2尺이다. 장대(長臺)의 높이

는 1尺으로 내(內)에는 누혈(漏穴) 5개를 설치하 다. 외(外)에는 벽(甓)을 쌓아 부착(附

着)하 으며 거듭 장포(長舖)를 만들었으나 목(木), 석(石)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전(甎)

를 쌓아 편편하게 하 다. 기정(其頂) 사벽(四壁)은 허(虛)한데 기중(其中)의 벽두께는 3

尺5寸이다. 포장(舖長)과 교(橋)는 모두 넓게 차지 하 는데 교(橋)은 3의 2이다. 정고

(頂高) 9尺上에는 개판(蓋板)이 있다. 포(舖)의 내(內)에는 능히 수백인(數百人)을 수용 

할 수 있다. 외(外)에는 삼층포혈(三層砲穴) 57(방각(方各)9寸)개를 뚫었다. 내면(內面)

에는 홍예(虹蜺) 소문삼문(小門三門)을 배치하 다. 외교(外橋)의 넓이는 6尺이다. 포

(舖)의 정(頂)에는 전(甎)을 깔아 로(路)를 만들었다. 넓이 9尺5寸 기외면(其外面)에는 

대원벽여장(大圓甓女墻)9첩(九堞)을 설치하 는데 이는 구홍예(九虹蜺)에 해당한다. 수

원(首圓)의 높이는 5尺6寸 넓이 7尺 두께 3尺1寸이다 총안(銃眼) 삼혈(三穴)을 뚫었다. 

그 사이에 방여장(方女墻) 팔첩(八堞)이 있는데 높이는 4尺2寸 넓이 2尺8寸이다. 또 총

안일혈(銃眼一穴)을 뚫었다. 동서(東西) 양단(兩端)에는 또 평여장(平女墻)을 설치하여 

원성(元城)과 접(接)하게 하고 또 안쪽으로 완곡하여 홍예(虹蜺) 소문(小門)을 설치 하

다. 기문(其門)은 정상(頂上)의 로(路)와 통(通)하게 하 다. 교내(橋內) 동서석축장

(東西石築長)은 각 6步, 높이 8尺5寸이다. 교외(橋外) 석축장(石築長)은 각9步, 높이 4尺

5寸이 다.

준천(濬川)은 화홍문(華虹門) 밖으로부터 5∼6백보(百步)의 거리에 있다 시작하여 서

(西)쪽으로 흐르는데 마치 언월(偃月) 같이 직접용연(直接龍淵)에 닫는다. 차천(此川)으

로부터 넓고 편편한 패안(壩岸) 계속 남하(南下)하여 귀천(龜川)으로 들어 간다. 약(約) 

넓이 20여보반장(餘步半丈) 혹일장(或一丈)이다. 매년(每年) 여름 마다 장마철이 되면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넓고 깊어야만 하 다. 이러한 방법(方法)

으로 양수문(兩水門) 사이에 또 일대교(一大橋)를 토목(土木)으로 병설(柄設)하여 동성

대로(東城大路)와 통(通)하게 하 다. 이름하여 오교(午橋)(장 95尺, 넓이 30尺)라 부른

다.

 남은구(南隱溝)는 남서적대(南西敵臺)의 서(西)쪽으로 41尺의 거리에 있다. 원성(元

城)의 축지(築址)로서 포전상(鋪磚上)에 석주석(石柱石) 삼열(三列)을 세우고 사구(四溝)

를 만들었다. 전체 넓이다 4步, 기내(其內)에 또 은주(隱柱)를 교착사첩(交錯斜疊)로 쌓

아 물만 겨우 빠지게 하 는데 성내(城內)로 빠져 들어간 물은 상(上),하(下)의 남지(南

池)를 이루었다. 기내구상(其內溝上)에는 석(石)을 걸쳐 놓았고 성내(城內)는 실토(實土)

로 떠 받쳤다.

북은구(北隱溝)는 북서포루(北西砲樓)의 서(西)쪽으로 90步의 거리에 있다. 제(制)(축

조방법(築造方法)는 남구(南溝)와 같다. 이주(二柱), 삼구(三溝) 전체 넓이 2步5尺 이다

(모든 제(制)는 동일(同一)하다. 그림에서는 쌓은 것을 볼수 없다. 이하(以下) 모두 이것

을 모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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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南池) 둘은 팔달문내(八達門內)에 있다. 남창(南倉)의 남상지(南上池)는 方40步, 

깊이 6尺 그안에 소도(小島)가 있고 홍백연(紅白蓮)을 심었다. 하지(下地)는 넓이 40步, 

길이 60步, 깊이 7尺으로 그안에 이도(二島)가 있다. 두 개의 연못 사이에는 향자(享子)

가 있다. 

북지(北池)는 북은구(北隱溝)의 내(內)에 있는데 물을 성내(城內)에 끌어 드린 것이다. 

외구(外溝) 도랑의 물은 비록 가믐이 들어도 고갈되지 않는다. 方 30步, 깊이 5尺. 

동지(東池)는 둘이다. 하나는 매향동구(梅香洞口) 있는데 남북(南北) 길이가 58步, 동

서(東西) 넓이가 50步 깊이 7尺으로 우하(苃荷)를 심고, 그안에 소도(小島)가 있는 것이 

상지(上池)가 되었다. 하나는 구천(龜川)의 북쪽에 있는데 方 37步, 깊이 4尺으로 하지

(下池)가 되었다.

서장대(西將臺)는 팔달산정(八達山頂)에 있다. 방향은 서(西), 동(東), 올라서서 팔방

(八方)을 관망 할 수 있고 모든 석성(石城)의 봉(烽)과 통한다. 이것은 마치 황교(皇橋)

의 물위에 방성하나를 놓은 거와 같다. 성(城)은 완(緩), 급(急)하고 사벽(四壁)은 허실

(虛實)한데 마치 제장(諸掌)이 산(山)의 백리지내(百里之內)를 둘러싼 것 같이 나타내주

고 있다. 그것은 또 모든 동(動), 정(靜)을 잠시 쉬게 하고 변화를 통제하여 석(石)을 쌓

아 대(臺)를 만들고 그 위에는 층루(層樓)를 건립하 다. 전면(前面) 대석(臺石)의 사층

(四層)은 전체 높이가 5尺. 삼계사급대(三階四級臺)는 넓이가 98尺이다. 대하(臺下)의 동

서(東西)길이는 42尺으로 좌우(左右)에는 나누어 대홍외간(大紅桅杆)(대기간(大旗竿))을 

세웠다. 일쌍(一雙)의 상대(上臺) 넓이 87尺, 높이 2尺, 하층(下層)의 누제(樓制)는 9간

(間)을 지었는데 그중에 일간(一間)은 方13尺2寸이다. 포판(鋪板)으로 저부(底部)를 둘

다. 하첩평란(荷堞平欄) 후면(後面)에는 나누어 소실(小室)을 설하 다. 미상(楣上)에

는 임금에게서 편액사자(扁額四字)(장역장대(葬域將臺)를 하사 받았다. 4면(面)에는 각

(各) 일가(一架)를 길게 끌었다. 6尺5寸 4각(角)에도 각(各) 일가(一架)를 부착(附着)하

는데 역시(亦時) 6尺5寸이 되었고 동시에 방전(方甎)을 깔았다. 외 원주(外楹圓柱) 

12개는 각각(各各) 높이 7尺을 받혔다. 8면석주(面石柱)의 높이는 각(各) 3尺5寸, 상층

간(上層間) 4면(面)에는 교창(交窓)을 설치하고 또 포판(鋪板)으로 저부(底部)를 처리하

고 계속하여 하층반자(下層盤子) 즉 조정(藻井)의 제(制)를 만들었다. 기(其) 서북우

(西北隅)에는 층제(層梯)를 만들어 상층(上層)으로 통하게 하 다. 옥상(屋上)에는 3절

병통(節甁桶)을 세웠는데, 높이 6尺이다. 대상(臺上)으로부터 상층(上層)까지 종량(宗樑)

전체 높이는 21尺이다. 단청(丹靑)은 5토(土)를 사용하 다. 량상(樑上)에는 회(灰)를 칠

하 다. 대후(臺後)에는 팔면노대(八面弩臺)를 축조(築造)하고 기북(其北)쪽에는 후당(後

堂)3간(間)을 세웠는데 군무(軍務)에 필요한 장소 다. 서(西)3간(間)은 온돌(溫堗)이며, 

동일간(同一間)포판(鋪板)하 다. 동시에 창합(窗閤)을 설치하고 단청(丹靑)을 하 다. 

전 (前楹)에는 평란(平欄)을 설치하 다. 후장동단(後墻東端)에는 판문(板門)을 설치하

다.

서노대(西弩臺)는 장대(將臺)의 후면(後面)에 있다. 무비지(武備志)에서 말하기를, 노

대(弩臺)의 상(上)은 협소(狹小)하고 하(下)는 넓고, 대상(臺上)에 가옥(架屋)을 세우는 

제(制)는 전붕내(戰棚內)에 노수(弩手)를 수용하는 거와 같다. 오늘날도 기제(其制)를 모

방하고 있으나 옥(屋)을 가(架)하지 않은 것이 조금 다르다. 대(臺)는 팔면(八面)을 깍아

서 웃뚝 웃뚝 고립되게 만들었다. 매면하(每面下)의 넓이는 각(各) 8尺5혼이다. 상수(上

收)의 넓이는 각(各)6尺5寸, 높이는 12尺이다. 지대상(地臺上)에는 벽(甓)을 쌓아 면(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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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고 석(石)을 깍아 우(隅)를 만들고 그위에 장대(長臺)를 첨가 시키고 철형 여장

(凸形 女墻)을 7면(面)에 설치하 다. 높이는 4尺2寸, 각각(各各) 총안(銃眼)(方4寸)을 

뚫었다. 그리고 허기(虛其) 정동(正東) 1면(面)에 9급(級) 석제(石梯)를 설치하 다. 대

상(臺上)에는 방전(方甎)을 깔고 그중에 또 방대(方臺)를 쌓았는데 높이는 1尺이다.

동장대(東將臺)는 성(城)의 동북간(東北間), 선암(仙巖) 일맥(一脉)으로 둘러싼 매향

(梅香)의 동(洞)에 있다. 그중간 능선은 험하고 높아서 모든 남북(南北) 금대(襟帶)를 관

망 할 수 있어 동성(東城)을 진정한 일성(一城)의 장소로서 원융(元戎)이 먼저 점거 하

었다. 그래서 대삼층(臺三層)을 쌓고 향손대(向巽臺)을 올려 높았다. 넓이는 134尺, 하

대(下臺) 전면(前面)에는 잡석(雜石)을 쌓고, 또 단장(短墻)을 설치하 다. 전체 높이는 

12尺, 중대하(中臺下)에 이르러 동서(東西) 길이 52尺 중태석축(中台石築) 높이 7尺5寸, 

그 높이의 반(半)을 짤라 약같 퇴(退)한 것이 4尺, 또 일층(一層)을 만들어 선(銑)을 감

추기에 편리 하도록 하고, 또 그중 좌우(左右)에는 대홍외간(大紅桅杆) 일쌍(一雙)을 세

웠다. 중대(中臺)로부터 상면(上面)에 3간(間)이 있는데 보석(步石)을 각(各) 6급(級)이

다. 정문(正門)의 넓이는 8尺3寸. 좌우(左右)에 와장대(臥長臺)를 부착(附着)하 다. 협

간(夾間)의 넓이 각(各) 5尺이다. 좌우(左右)에는 대우석(大隅石)에 운(雲)을 조각하

다. 상대 석축(上臺 石築) 높이는 5尺8寸, 동서(東西) 길이는 81尺이다. 상(上)에는 20간

(間)의 대옥(大屋)을 건립하 다. (3포소작(包小雀). 정간(正間)의 넓이 11尺. 좌우(左右) 

제일간(第一間)의 넓이는 각(各)9尺이다. 第2間 넓이는 각(各)8尺이다. 내(楹內)의 세

로 길이는 18尺, 전후퇴(前後退)의 길이는 각(各)8尺이다. 내외(楹內外) 및 4면(面) 처

마에는 모두 방전(方甎)을 깔았다. 좌우(左右)에는 분합(分閤)을 설치하 다. 후 당중

(後楹當中)에는 3층평란(層平欄)을 설치하 다. 높은 곳에는 온돌(溫堗) 일간(一間)을 

놓았다. 그 좌우(左右) 일간(一間)의 낮은 일층(一層)은 포판(鋪板)으로 하고 각(各) 2층

평란(層平欄)을 설치하 다. 또 기(其) 좌우(左右) 일간(一間)의 낮은 일층(一層)은 포판

(鋪板)으로 둘러혔다. 창합(窗閤)의 단청(丹靑)은 5토(土)로 처리하 다. 량상(樑上)에는 

회(灰)를 발랐다. 북변(北邊) 처마 계상(階上)에는 일층(一層)을 벽(甓)로 쌓아 올려 부

가(附加)하 다. 길이 8尺, 넓이 6尺5寸으로 사대(射臺)로 쓰도록 하 다. 후면성체(後面

城體)나 장궁(張弓)과 같다. 기내탁(其內托) 받힘)을 따라서 문석대(紋石臺)를 쌓았다. 

가로 길이 136尺, 세로넓이 20尺이다. 대상(臺上)에는 또 롱장(玲瓏墻)을 쌓았다. 전체 

높이 尺5寸5, 그 중(中)에는 보석사층(步石四層)이 있다. 장내(墻內)의 소단(小壇) 길이 

16尺, 넓이 13尺, 높이 1尺이다. 좌우(左右)에는 층(層), 장(墻)을 세웠는데 문석대(紋石

臺)의 상(上)으로부터 여첩(女堞)에 뒤로 접(接)하게 되었다. 롱장(玲瓏墻)을 지나서 

밑으로 상대(上臺)의 우(右)에 이른다. 중대(中臺)의 좌(左)에는 각(各) 일소문(一小門)

을 세웠다. 하대(下臺) 좌(左)에 우행합(右行閤), 좌행간(左行杆) 4간(間)이 머물어 있는

데 명시(名時)에 공랑(空廊)을 만들었다. 우일간(右一間)에는 허청(虛廳)을 만들고 기하

(基下) 삼간(三間)에는 삼문(三門)을 높게 세웠다. 만면단장(萬面短墻)은 좌우(左右) 문

랑(門廊)에 접(接)해 있다. 장(墻)의 밖에는 커다란 치조장(治操場)(동서(東西) 180步, 

남북(南北) 240步)이다. 대우(臺右) 소문외(小門外)에 또 5간(間) 장랑(長廊)을 건설해서 

장졸(將卒)이 입직(入直)하도록 하 다.

동북노대(東北弩臺)는 창룡문(蒼龍門)의 북(北)으로 96步의 거리에 있다. 치상(雉上)

에 벽(甓)을 쌓아 대(臺)를 만들었다. 대하(臺下)석축(石築)의 높이는 13尺, 대고(臺高)

는 18尺이다. 벽축(甓築)의 제(制)는 기우(其隅)를 깎아서 봉요(蜂腰)를 만들고 기세(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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勢)를 짤라서 내면(內面)을 만들었다. 넓이 17尺4寸, 외면(外面)의 넓이 19尺, 성외(城

外)로 20尺5寸이 돌출(突出)되었다. 그리고 현안(懸眼) 2혈(穴)을 뚫었다. 상(上)에는 원

(圓).장(墻)을 3면(面)에 설치하 는데, 각자(各者)에는 일타(一朶)가 있다. 외면서우(外

面西隅)에도 역시원타곡접(亦是圓朶曲摺)이 있고 더불어 방안(方眼)을 삼혈(三穴) 만들

었다. 매타(每朶) 좌우(左右)에는 凸女墻이 끼어 있다. 또 일타(一朶) 내면(內面) 서우

(西隅)에는 평여장곡접(平女墻曲摺)이 있는데 높이는 6尺5寸이다. 가운데에는 벽등(甓

磴)을 설치하여 석제(石梯)로 받혔다. 대상(臺上)에는 방전(方甎)을 깔았다. 장내남북(墻

內南北)의 넓이는 14尺, 동서(東西)의 길이는 벽등상(甓磴上)까지 11尺이다.

서북공심곽(西北空心墎)은 췌서문(萃西門) 북치(北雉)의 상(上)에 있다. 성서(城書)에 

말하기를 전(磚)으로서 삼면공(三面空)을 만든다. 기중(其中)에 가운데 이층(二層)을 판

(板)으로서 루(樓)를 짓는다. 목제(木梯)를 상하(上下)에 이용하고 공안(空眼)을 많이 두

어 몰래 살피게 해서 불랑기기백자총(佛狼機機百子銃)을 발사하면 적(敵)은 어느곳에서 

실탄(失彈)이 날라 오는지 모른다. 지금 모방한 방법(方法)은 치(雉)를 따라서 곽(墎)을 

설치한다. 치(雉)에 높이 15尺이다. 서북(西北) 2면(面)에 각(各) 현안(懸眼)2혈(穴)을 만

들었다. 기상(其上)에 벽축(甓築)하고 공기중심상(空其中心上)에 옥(屋)을 지었는데 종

횡각(縱橫各) 2간(間)을 벽(甓)로서 쌓았다. 높이 18尺, 하(下) 넓이는 方23尺이다. 상수

(上收)는 方21尺이다. 상하청판(上下廳板)을 설치하 다. 루(樓)는 2층(層), 포(鋪)는 3층

(層)이다. 매층(每層)마다. 벽면(壁面)에 랑기포혈(狼機砲穴)20(방일척(方一尺))개를 만

들었다. 상층(上層) 벽면상(甓面上)은 판문(板門)으로 둘 다. 그리고 각자(各者)에 전안

(箭眼)을 뚫었다. 단청(丹靑)은 3토(土)를 사용하 다. 량상(樑上)에는 회(灰)를 칠하

다. 중상(中上) 2층(層)에는 각각(各各) 청판방(廳板方) 3尺을 만들었다. 따로 일판(一

板)을 덮어 어서 열어 가지고 목제승강(木梯陞降)의 길과 통하게 하 다. 하층(下層) 

내면(內面)에는 벽홍예소문(甓紅蜺小門)을 설하 다. 

남공심곽(南空心墎)은 남암문 동치(南暗門 東雉)의 상(上)에 있다. 제(制)는 서북곽(西

北墎)과 일치(一致)한다. 소치(小雉)의 동남(東南) 2면(面)에는 각(各) 현안(懸眼)2혈(穴)

을 만들었다. 상(上)에는 평여장(平女墻)을 설치하 다. 매면(每面)에는 서총안(西銃眼)

을 두었다. 장내(墻內) 3삼면(三面)에는 각공(各空)이 3尺인데 기술(技術)있는 병부(兵

夫)를 수용하는데 이용하 다. 기중(其中)에 곽(墎)은 벽(甓)로서 쌓았고 공기심하(空其

心下)의 넓이는 방척(方尺)이다. 상수(上收)는 方 10尺 벽내(甓內)의 삼층(三層)은 모두 

고(高)가 16尺5寸이다. 벽상(甓上)에는 옥(屋)을 일간(一間) 가설(架設)하 고 , 판문(板

門)을 설치하지 않았다.

동북(東北) 공심곽(空心墎)은 노대(弩臺)의 서(西)쪽으로 60步의거리에 있는 성탁상

(城托上)에 있다. 여첩육내(女堞六內)는 요계평곽(遼薊平墎)의 방법(方法)을 모방하 다. 

벽(甓)을 쌓아 원곽(圓墎)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한번 둘러 쌓다. 높이는 19尺5寸, 외원

(外圓)주위는 122尺, 벽(甓)의 두께는 4尺, 내원(內圓) 주위는 71尺, 내외(內外) 원(圓) 

사이에 공기심(空其心)은 4尺5寸이다. 주위(周圍)는 구층(九層)으로 판자(板子)를 덮었

다. 하층(下層)은 높이 7尺3寸, 중층(中層)은 높이 6尺5寸 모두 병부(兵夫)들을 비신(庇

身)시키는 곳이다. 외(外)에는 총안(銃眼)을 뚫었다. 겸하여 살피기 위해서 상혈(上穴) 

26개, 하혈(下穴)14(방각(方各) 1尺)개를 뚫었다. 상하(上下) 개판상(蓋板上)에 회(灰)를 

발랐다. 하층(下層) 공심(空心)으로부터 벽제양장(甓梯羊腸)을 통하여 오른다. 즉 상층

(上層)에 이르러 옥(屋)을 지었는데 그 제(制)는 6 (楹)의 길이가 12尺, 넓이 10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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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청(丹靑)은 삼토(三土)를 사용하 다. 둘러싼 평여장(平女墻)은 높이 5尺이다. 상하(上

下)로 포혈(砲穴) 23개, 누혈(漏穴) 6개를 뚫었다. 하층(下層) 내면(內面)에는 벽홍예소

문(甓紅蜺小門)을 설치하 다. 또 문(門)에는 동공심(東空心)으로 막었다. 일간(一間)은 

온돌로 만들었다. 방안(方眼)을 창호(窗戶)로 수졸(守卒)의 들어오는 곳으로 삼었다.

봉곽(烽墩)은 일자문성상(一字文星上)에 있는데, 동이포(東二舖)와 동이치(東二雉)사

이에 행궁(行宮)이 되어 사성(四城)을 비춘다. 즉 파수(把守)할 곳을 설치하여 경계하는 

것으로 만부(萬夫)의 척후(斥候)의 뜻인데 먼곳의 수륙 경보(水陸 警報)와 관계가 있어 

지 하지 못하도록 한다. 철성(凸城)의 제(制)를 따라 봉곽(烽墩)을 놓기 시작 하 다. 

벽(甓)을 쌓아 성신(城身)의 상(上)보다 더욱 놓게 하 다. 그리고 성(城)밖으로 길게 18

尺 돌출 시켜서 마치 치형(雉形)과 같이 크게 하 다. 외면(外面)에 석축(石築) 5층(層), 

벽축(甓築) 62층(層)인데, 전체 높이 25尺 넓이 24尺으로 현안(懸眼)을 2혈(穴) 뜷었다. 

내면(內面)에는 삼층(三層)을 완곡하게 만들었다. 제일(第一)층은 높이 4尺 두께 8尺이

다. 상(上)에는 5화두(火竇)를 설치하 다. 두저(竇底)주위는 각(各) 17尺2寸이다. 상수

(上收)의 주위는 11尺 5寸, 높이 11尺이다. 여장상(女墻上)에 나온 것이 6尺이다. 거구

(炬口)는 요(腰)에 있는데 각(各) 길이는 3尺1寸, 넓이 1尺5寸이다. 상철정구경(上徹頂口

徑)은 1尺이다. 오두(五竇)의 사이에는 여첩(女堞)이 부열(附列)되어 있는데, 그 서단(西

端) 내(內)로 전향(轉向)하 다. 삼면(三面)에는 포혈(砲穴) 18개를 구비하 다. 하(下) 

이층(二層)의 벽등(甓磴)이 있는데 넓이는 각(各)1尺4寸, 높이 3尺3寸이다. 또 완곡하게 

삼면 벽성(三面 甓城)을 만들어 총안(銃眼) 18개, 루혈(漏穴) 일개(각방일척(各方一尺)을 

뚫었다. 좌우(左右) 곡등(曲磴)으로부터 상(上)으로는 거로등(炬路磴)에 통한다. 각(各) 

10층(層), 양변(兩邊) 등단(磴端)은 벽축(甓築)과 연결되었다. 층(層)은 무량(無樑)의 와

(瓦)로 덮었다. 남북(南北) 각(各) 일간(一間)이 있는데 남(南)쪽에는 온돌(溫堗)로서 수

졸(守卒)하는 곳이다. 북(北)쪽은 판(板)을 깔은 것으로 기계(器械)를 저장(貯藏)하는 곳

이다. 곽신(墎身)으로부터 입성(入城)하려면 여기에까지 이른다. 양우(兩隅) 좌우(左右) 

길이는 각(各)16尺 그 등배후(磴背後)를 따라 일방성(一方城)을 만들었다. 등상(磴上)에

도 역시(亦是) 단장삼층(短墻三層)을 설치하 다. 기하(其下)는 양층(兩層)과 연결되있

다. 전면양간(前面兩間)에는 벽장(甓牆)을 설치하 다. 높이 13尺, 옥(屋)과 더불어 장내

등하(牆內磴下)의 땅을 고르게 하 다. 남북(南北) 32尺, 동서(東西) 21尺, 매(每) 저녁 

마다 남일두(南一竇)에 일거(一炬)를 올리면 동쪽인 용인(龍人) 석성상(石城上) 산륙봉

(山陸烽)에서 반응이 온다. 서(西)로는 본부(本府)와 천대봉(天臺烽)까지 달한다. 이외 

사두(四竇)는 급한 경보(警報)가 아니면 화(火)를 발(發)하지 않는다. 그러나 천해봉(天

海烽)이 멀리 떨어져서 직전(直傳)할구 없기 때문에 부(府)에서 서(棲)로 30리(里)떨어

진 서봉산(棲鳳山)에 간봉(間烽)를 새로 설치하여 전적(專的)으로 여기에 준(準)하도록 

한다. 

서봉산(棲鳳山) 간봉(間烽)에도 역시난석대상(亦是難石臺上)에 5화두(火竇)을 설치하

다. 두고(竇高)는 11尺, 하(下)주위는 13尺 석축(石築)에 도회(塗灰)하 다. 요정(腰頂)

에는 거구(炬口)를 구비하여 동(東)으로 부곽봉(府墎峰)에 달하게 하 다. 대하(臺下)의 

산요(山腰)에는 사간고사(四間庫舍)를 건립하여 군물(軍物)을 저장하게 하고 그 하(下)

에는 수직청(守直廳)을 세웠다.

동북각루(東北角樓)는 벽성(甓城) 서북(西北)으로 19步 떨어진 용연지상(龍淵之上)에 

있다. 광교일록(光敎一麓)는 남(南)으로 선암(仙巖)이고 또 서(棲)로는 수리연장(數里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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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 되어 용두(龍頭)에 이른다. 북향(北向)으로 열려진 용두(龍頭)는 즉 연상(淵上) 두기

(斗起)의 암(巖)이다. 성(城)이 여기에 이르면 산야(山野)의 교수회(交水匯)가 되며, 하

(下)는 대천(大川)에 도달한다. 이것은 실제적 동북(東北)의 요새지로 장안(長安)을 통제

하고 화홍(華虹)과 접하는 의각상수(椅角相須)도 일면(一面)을 이루게 된 연학(緣虐)이

다. 그리고 성(城)은 암(巖)에 의지하여 루(樓)를 이루었는데 편액(扁額)에 기록 되기를 

방화수유정(訪花隨柳亭)(전참판(前參判) 조윤형(曹允亨) 쓰다)이라고 돼 있다. 동서(東

西) 삼간중(三間中)에 온돌(溫堗)을 놓았다. 북(北)에는 일간(一間)을 부착(附着)하고 남

(南)에 퇴반간(退半間) 그리고 서일간(西一間)의 이간(二間)을 계속 인장(引長)하여 남

퇴(南退)밖으로 나가게 하 다. 제(制)는 곡척(曲尺)으로 둘러서 평란(平欄)을 세웠다. 

상(相)에 만자(卍字) 창(窗)을 설치하 다. 온돌 사면(溫突 四面)에 역시(亦是) 만자(卍

字) 장자(障子)를 구비하 다. 돌면(堗面)과 포판(鋪板)은 편편하게 하고 , 남(南), 동

(東), 북(北) 삼우(三隅)를 오절팔각(五折八角) 하 다. 각자(各者)에 종횡(縱橫)의 단량

(短樑), 취통(鷲桶)을 가(架)하 다. 완곡하여 일치하지 못하다. 옥상(屋上)의 취두(鷲頭)

에는 가는 대쪽을 교우(交又)하 다. 그 중에 삼절병통(三節甁桶)은 높고 멀리 있어서 

희미한 모습인데 동북평란(東北平欄) 밖에 높이 솟아 나와있다. 또 처마를 따라서 포판

(鋪板)하고 위압성두(危壓城頭)에 교란(交欄)을 중설(重說)하고 밖에는 전붕판문(戰棚板

門) 16개를 펼쳤다. 제(制)는 마치 병□상(屛□上)에 전안(箭眼)을 각(各) 하나씩 만든 

거와 같다. 하(下)에는 총안(銃眼)을 각(各) 두 개씩 뚫었다. 단청(丹靑)에는 오토(五土)

를 사용하고, 량상(樑上)에는 회(灰)를 발랐다. 내면(內面)에는 나무가지를 그렸다 정간

(正間)의 조정하엽(藻井荷葉)은 동북교란(東北交欄)이 되었다. 하성면(下城面) 벽(甓)의 

높이 7尺, 두께 4尺4寸. 상하(上下)에 총안(銃眼) 19개를 뚫었다. 포판하(鋪板下) 서남

(西南)역시(亦是) 벽(甓)로 둘러서 장(墻)을 쌓는데 장(墻)남쪽에는 벽홍예소문(甓紅蜺小

門)을 설치하 다. 동퇴란하(東退欄下)에도 역시(亦是) 판문(板門)을 설치하여 포루(砲

樓)의 제(制)와 마찬 가지로 병사(兵射)를 비장(備藏)한다. 정간(正間) 남(南)쪽 처마에 

벽(甓)를 쌓아서 대(臺)를 만들고 석연(石緣)을 깎아 변대(邊臺)가 되게 하 다. 높이 4

尺, 남북(南北) 길이 13尺4寸, 동서(東西) 넓이 16尺4寸이다. 상(上)에느 방전(方甎)을 

깔았는데 우사읍양(耦射揖讓)의 예(禮)를 수용 할 수 있다. 대상(臺上) 서북(西北)에는 

각(各) 고란층제(高欄層梯)를 설치하여 정상(亭上)에 통(通)하도록 하 다. 대하(臺下) 

동(東), 남(南) 양면(兩面)에도 역시(亦是) 사층보석(四層步石)을 설치하 다. 그 남(南)

으로 11步 떨어진 곳에 단장(短墻)을 쌓고 전문(箭門)을 설치하 다.

용연(龍淵)은 북성(北城)에 있는데 외형(外形)이 반월(半月)같다. 주위는 220步, 깊이 

6尺인데 안에는 소도(小島)가 있다. 지상(池上)의 성각(城角)에는 방화수유정(訪花隨柳

亭)이 있다. 정하(亭下)에 암(巖)은 고칭(古稱)으로 용두(龍頭)라고 한다. 그곳은 낚시터

로도 될 수 있었다. 지서(池西)에는 이두(螭頭)(교룡(交龍))를 조각하여 설치하 다. 수

성(水盛)은 이곳으로부터 토출(吐出)하여 화홍문외(華虹門外)에 이르게 하 다.

서북각루(西北角樓)는 화서문(華西門)의 남쪽으로 146步 떨어진 산상(山上)의 완곡처

가 있다. 오량사간(五樑四間)의 건물인데 동서(東西)로 18尺 남북(南北)으로 22尺이다. 

동북(東北)으로 삼간(三間)은 포판사면(鋪板四面)이다. 평란상(平欄上)에는 판문(板門)을 

설치하 다. 외면(外面)에는 모두 짐승의 얼굴을 그렸고 전안(箭眼)을 뚫었다. 내면(內

面)에는 대극(大極)을 그렸다. 허기서남일간(虛其西南一間)에는 층제(層梯)를 설치하고 

북(北)으로 누상(樓上)과 접(接)하게 하 다. 동남(東南) 일간(一間) 청판하(廳板下)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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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甓)을 둘러서 장(墻)을 쌓았다. 온돌(溫堗)을 만들어 수졸처(守卒處)로 삼았다. 지평

(地坪)으로부터 누저(樓底)까지 5尺7寸, 누고(樓高)는 7尺5寸이다. 단청(丹靑)은 삼토(三

土)를 사용하 고, 량상(樑上)에는 회(灰)를 칠하 다.

서남각루(西南角樓) 하나를 장양루(葬陽樓)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용도남단(甬道南端)

에 있는 것으로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 승루(勝樓)의 형태이다. 6간(間)으로 남북(南

北) 21尺, 동서(東西) 14尺이다. 남(南)쪽 2간(間)은 판(板)을 깔았고 난간(欄杆)으로 둘

다. 3면(面)에는 판문(板門)을 설치하 다. 북(北)쪽에는 합(閤)을 나누어 설치하 고, 

합외(閤外) 4간(間)은 방전(方甎)을 깔았다. 전(甎)으로부터 포판(鋪板)까지의 높이가 1

尺7寸이다. 석(石)을 쌓은데서 전(甎)을 깐 높이가 5尺이다. 단청(丹靑)은 오토(五土)를 

사용하 고 량상(樑上)은 회(灰)를 발랐다.

고제(古制)로 용도(甬道)는 운량(運糧) 매복하던 곳이다. 지금 남록(南麓)의 일지(一

枝)로 성(城)밖으로 돌출하 는데 대단히 높고 험준하며 사야(四野)에 면(面)하게 하

다. 만약 방수(防守)하지 않으면 적으로 하여금 먼저 올라 오게 된다. 즉 일성(一城)의 

허(虛), 실(實)이 모두 그들에게 보이게 된다. 비록 양도(糧道)는 아니지만 실지로 요새

지와 관계되어 있다. 산상(山上) 삼면(三面)에 석(石)을 쌓아 여장(女墻)을 만들었다. 두

께 4尺,내고(內高)5尺, 북(北)으로 서남암문(西南暗文)의 밖과 접(接)하고 있다. 좌우(左

右) 길이는 각(各) 177步이다. 장내(墻內) 넓이는 6步. 암문(暗門)으로부터 84步의 동

(東)쪽에 일치(一雉)를 설치하고 또 10步 떨어진 서(西)쪽에 일치(一雉)를 설치하 다. 

남단(南端)에서 15步의 거리에와서 다시 굽으면 넓은 광야가 나오고 광야에서 상(上)으

로 완곡하여 9步 걸으면 다시 완곡된 넓은곳 11步가 전개된다. 그곳은 바로 화양루(華

陽樓)의 지점인데 삼면(三面) 주위는 367步가 된다.

동화각루(東華角樓)는 귀천상(龜川上) 일자문성(一字文星)의 두성(頭城)에 있다. 산세

(山勢)에 따라 여기에 이르면 절벽위의 루(樓)가 성(城)밖으로 나와 있어 평야(平野)에 

임(臨)하고 있다. 기제(其制) 역시(亦是) 높이와 넓이는 서북각루(西北角樓)와 같다. 단

(但) 4간(間)은 포판(鋪板)으로 동쪽 처마 밑에 층제(層梯)를 설치 하 다. 서남(西南) 

벽(甓) 청판하(廳板下)에 역시(亦是) 온돌(溫堗)을 설치하 다.

포루(砲樓)은 모두 5좌(坐), 기제(其制)는 철부성신류(凸附城身類)와 같이 치(雉)에 집

을 지었는데 높이는 포삼층(鋪三層)과 균일(均一)하다 그리고 공기심(空其心)은 곽제(墎

制)와 거의 같다. 모두 벽전(甓甎)을 사용하 고 하(下)는 넓다. 상수(上收)는 우(寓)로

서 고제(古制)와 같이 지세(地勢)는 상당히 험하여 많은 화포(火砲)를 감출 수 있다. 상

하(上下)에 여러 가지를 구비 할수 있다. 지대상(地臺上)에도 역시벽(亦是甓)을 쌓고 집

을 5량(樑) 지었다. 그것은 성(城)밖으로 돌출하 고, 외면하(外面下)의 넓이는 24尺이

다. 상수(上收)의 넓이 20尺. 좌우하(左右下) 넓이는 각(各) 29尺. 상수(上收)의 넓이 27

尺5寸 3면(面) 벽(甓)의 두께는 6尺 높이와 량(樑)이 접촉하는 두께는 처마와 균일(均

一)하다. 외면(外面) 지대상(地臺上) 사이에는 대포혈(大砲穴) 석(石)5를 두었다. 좌우

(左右) 면(面)에는 역시(亦是)사이에 삼석(三石)(혈방(穴方) 각1尺)을 두었다. 벽감내(甓

坎內)에서 지평(地平)까지 5尺 상(上)에는 벽(甓)로서 3면(面)을 둘 다. 그리고 포판(鋪

板)에는 총혈(銃穴) 15개(방각(方各) 9寸)을 만들었다. 또 둘러 싼 판상(板上)은 10尺으

로 포삼간(鋪三間) 루(樓)이다. 판루상(板樓上) 3면(面)에 또 총안(銃眼) 15개를 만들고 

외면(外面)에 총안(銃眼)을 뚫었다. 또 상(上)에 전안(箭眼) 4개를 뚫었다. 좌우면(左右

面) 즉 근상(近上)에 벽(甓)을 뚫었고 소판문(小板門) 3개를 설치하 다. 밖에는 짐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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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그렸고 각각(各各) 전안(箭眼)을 뚫었다. 문(門) 사이에는 벽면(壁面)으로 역시

(亦是) 전안(箭眼)을 두 개씩 뚫었다. 내면(內面)에는 성탁(城托)을 따라서 모두 석(石)

으로 쌓았다. 기상(其上)에는 판문(板門)을 설치하 다. 역내청(閾內廳) 끝의 허(虛)는 

방사척(方四尺) 이다. 또 따로 개판(蓋板)을 만들어 어서 열고 닫게 하여 목제(木梯)

를 바쳐서 감내(坎內)와 통하게 하 다. 누상(樓上)의 단청(丹靑)은 삼토(三土)를 사용하

다. 량상(樑上)에는 회(灰)를 칠하 다.

북동포루(北東砲樓)는 화홍문(華虹門)의 서쪽으로 124步의 거리에 있다.

북서포루(北西砲樓)는 북서적대(北西敵臺) 서쪽으로 156步의 거리에 있다.

서포루(西砲樓)는 서북각루(西北角樓)의 남쪽으로 197步의 거리에 있다. 옥(屋) 3량

(樑)을 짓고 외면하(外面下)의 넓이는 21尺이다. 상수(上收) 넓이 17尺, 좌우하(左右下)

의 넓이는 각 24尺 상수(上收) 넓이 22尺이다. 역내청단(閾內廳端)은 벽(甓)로서 제(梯)

를 만들었다. 그 나머지나 상제(上制)와 같다.

 남포루(南砲樓)는 서남암문(西南暗文)의 동쪽으로 101步의 거리에 있다. 

동포루(東砲樓)는 봉곽(烽墩)의 북(北)쪽으로 229步 떨어진 곳에 있다. 

동북포루(東北舖樓) 하나는 각건대(角巾臺)라고 부르는데 방화수유정(訪花隨柳亭)의 

동쪽으로 135步4尺 떨어진 곳에 있다. 지세(地勢)가 험하여 마치 머리 숙인 용두(龍頭)

와 같다. 성서(城書)에서 말하기를 치상(雉上)에 옥(屋)을 병(柄)한 것을 포(鋪)라고 부

른다. 그리고 비신(庇身) 매복하는 병부(兵夫)의 치(雉)가 되었다. 치(雉)는 성(城) 밖으

로 18尺5寸 돌출 되었다. 외면(外面) 넓이 24尺으로 현안(懸眼) 1혈(穴)을 뚫었다. 5량

(樑)의 옥(屋)을 포판(鋪板)하여 루(樓)를 지었다. 7 (楹)3간(間), 높이는 여장(女墻)을 

벗어나 6尺8寸, 전체 높이 13尺이다. 여장(女墻)3면(面) 모두 벽전(甓甎)을 사용하 다. 

장내(墻內)에는 벽등(甓磴)을 다시 쌓았다. 높이는 난저(欄底)에 이르고 벽등상하(甓磴

上下)에는 방안총혈(方眼銃穴)19개(방각(方各) 9寸), 누혈(漏穴) 11개(방각(方各) 4寸)를 

꿇었다. 누상(樓上) 4면(面)에는 판문(板門)을 설치 하고 외면(外面) 및 좌우(左右)에는 

각(各) 사안(射眼)을 만들었다. 내면(內面)에는 벽제승강(甓梯陞降)을 설치하 다. 단청

(丹靑)에는 삼토(三土)를 사용하 다. 량상(樑上)에는 회(灰)를 발랐다.

서포루(西舖樓)는 서암문(西暗門)의 남(南)쪽으로 126步의 거리에 있다. 제(制)는 동

북포(東北舖)와 같고 치(雉)는 성(城) 밖으로 22尺8寸 돌기되었다. 외면(外面)의 넓이는 

30尺이며 내면(內面)에는 목제(木梯)를 사용하 다.

북포루(北鋪樓)는 서서포루(西西砲樓)의 서(西)쪽으로 129步5尺의 거리에 있다. 치

(雉)는 성외(城外)로 19尺 돌기 되었다. 외면(外面) 넓이 27尺․5량옥(樑屋)을 가(架)하

고, 방이간(方二間)의 제(制)는 동북포(東北舖)와 같다. 3면평여장(面平女墻)은 루저

(樓底)와 직접(直接)되어 있다. 각(各) 사포혈(射砲穴)을 만들고 내면(內面)에는 목제(木

梯)를 사용하 다.

동포루(東舖樓)는 2개, 제일(第一)은 창룡문(蒼龍門)의 남쪽으로 186步2尺의 거리에 

있다. 치(雉)는 성(城)밖으로 23尺 돌출 되었다. 외면(外面) 넓이 19尺, 현안일혈(懸眼一

穴)을 뚫었고 상(上)에는 삼간장포(三間長舖)를 건설하 다. 높이는 여장(女墻)으로부터 

6尺, 전체 높이는 12尺이다. 동이간(東二間)은 포판(鋪板)으로 루(樓)를 만들었고 문벽

(門壁)을 설치하지 않았다. 내면(內面)의 일간(一間)에는 목제(木梯)를 비스듬히 설치 하

다. 삼면(三面)은 평여장(平女墻)을 포판(鋪板)으로 둘러서 직접부착(直接附着) 하

다. 상루저(上樓底)에는 각 원근총안(遠近銃眼)을 만들었다. 단청(丹靑)은 삼토(三土)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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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 량상(樑上)에는 회(灰)를 발랐다. 

제이포(第二舖)는 봉곽(烽墩)의 남쪽으로 105步의 거리에 있다. 치(雉)는 성외(城外)

도 20尺 돌출하 다. 외면(外面) 넓이 19尺으로 제(制)는 일포(一舖)와 같다. 포장(舖長)

은 이간(二間)으로, 일간(一間)은 포판(鋪板)으로 만들고, 일간(一間)은 제(梯)를 설치 

하 다.

치(雉)는 모두 9곳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16개, 상(上)에 옥(屋)을 가(架)한 것을 포

(舖)라 부르는데 포거(舖居)가 된다. 기오공심(其五空心)은 벽(甓)로된 것인데 돈(墩)이

라고 부른다. 돈(墩)이 차지한 것은 기(其)2, 상(上)에 노수(弩手)를 매복 한 것을 노대

(弩臺)라고 말하는데 대(臺)는 즉 기(其) 하나로서 상(上)에 옥(屋)이 없이 다만 여장(女

墻)만 있는 것이 치(雉)의 본제(本制)이다. 그러나 금일에 있어서 소위(所謂) 8치(雉)와 

대(臺), 포(舖)는 상관보무(相關步武)로서 거의 같다. 고법(古法)에 50타(垜)에 하나의 

치(雉)를 두었다. 치(雉)는 몸을 숨길수 있고 능히 적을 살필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취

(取)한 것이다. 적(敵)이 만약 성면(城面) 가까히 온다면 우리는 실탄(失彈)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피(彼)의 포간(鉋杆)에 이미 성근(城根)이 빠진다. 만약 좌우(左右)에 대치

(對雉)하면 환족(丸鏃)이 교환(交換)된다. 그리고 운제(雲梯)로 비루(飛樓)할수 있고 또 

어떠한 일이든지 가능(可能)하다. 치(雉)의 제(制)는 철(凸)로서 성면(城面)에 부착(附

着)하며 높이는 성(城)과 동일(同一)하게 한다. 길이와 넓이는 약(約) 3장(丈)으로 하고 

외면(外面)에는 현안일혈(懸眼一穴)을 소유하 다. 기(其) 주위에 장단(長短)은 지세(地

勢)에 따라 다르다. 대저(大抵)가 불균등(不均等) 함으로 인해서 성(城)은 대단히 완곡

하다. 만약 각(角), 문(門)을 만나면 치형(雉形)으로부터 위정성(衛正城)이 되기 때문에 

타보(垜步)를 생각함은 옛날에는 있을 수 없다. 

북동치(北東雉)는 북동적대(北東敵臺)의 동(東)과 대(臺)가 상연(相連)된 곳에 있다. 3

면 여장(面 女墻)에는 나누어 5첩(堞)을 만들고, 각(角) 방안(方眼)3혈(穴)을 뚫었다.

西1雉는 화서문(華西門)의 남(南)쪽으로 216의 거리에 있다. 타구상(垜口上)에는 벽

(甓)가 덮혀 있다.

西2雉는 서포루(西砲樓)의 남(南)쪽으로 104步의 거리에 있다.

西3雉는 서포루(西砲樓)의 남(南)쪽으로 140步 떨어진 곳에 있다. 여장양단(女墻兩端)

이 원성내(元城內)로 3尺이 들어 간다. 서로 곡접(曲摺)된 허(虛)의 내부는 적대(敵臺)의 

내면제(內面制)와 같다.

남치(南雉)는 남포루의 동(東)으로 90步이 거리에 있다. 여장(女墻)의 제(制)는 서3치

와 같다.

東3雉는 동2포루(東2舖樓)의 南쪽으로 123步 떨어진 곳에 있다.

東2雉는 동포루(東砲樓)의 南쪽으로 110步의 거리에 있다.

東1雉는 동1포루(東1舖樓)의 南쪽으로 125步의 거리에 있다.

중포사(中舖舍)는 각건대(角巾臺)의 하(下)로 320步의 거리에 있다 포(舖)는 치상(雉

上)에 있는 것으로서 즉 포루(舖樓)가 성내(城內)에 있을 경우 포사(舖舍)가 된다. 또 모

든 성외(城外) 복로(伏路)의 경보수(警報殳)이기도 하다. 각(各) 해당 성면(城面)에서 포

(砲)를 쏘아 보고 하면, 포사(舖舍)에서 역시(亦是) 기포(旗砲)로서 대답한다. 이것이 수

성(守城)의 약속(約束)이다. 매향동(梅香洞) 제일(第一) 능선의 슬기한 높은 곳에 2간층

사(間層舍)를 세웠다. 하(下)에는 온돌간(溫堗間)을 놓았다. 허남(虛南) 1간(間)에는 목

제(木梯)를 설치하여 상층(上層)과 통하게 하 다. 상2간(上2間) 역시(亦是) 포판(舖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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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판문(板門)을 둘 다. 단청(丹靑)은 3토(土)를 사용하고 량상(樑上)에는 회(灰)를 

발랐다.

내포사(內舖舍)는 행궁후장내(行宮後墻內) 왼쪽 언덕 못미쳐서 노간정(老間亭)의 북쪽

으로 50步 떨어진곳에 있다. 옥(屋) 높이는 7尺5재(才) 다만 1간(間)의 온돌(溫堗)을 설

치하 다.

전퇴반간(前退半間)에는 벽(甓)을 깔았다. 단청(丹靑)은 중포(中舖)와 같다.

결어(結語)

장안문(長安門)에서 팔달문(八達門)까지 조사한 결과 성신(城身)은 비교적 보존(保存)

상태가 양호(良好)하다. 물론(勿論) 군데군데 약(約) 50m의 넓이로 짤러져서 길이 된곳

이 화서문(華西門)에서 서북각루(西北角樓)사이 , 서암문(西暗門)∼서남암문(西南暗文)

과 남치(南雉)에서 팔달문(八達門)사이는 두 곳으로 되어 있다.

장안문(長安門)에서 화서문(華西門)까지 미석(眉石)과 여장(女墻)이 높은 곳은 미석

(眉石)에서 약(約) 1m, 낮은 곳을 20㎝ 정도 남아 있었으나 화서문(華西門)에서 서남암

문(西南暗文)까지는 미석(眉石)과 여장(女墻)이 거의 없어졌다.

서남암문(西南暗文)에서 화양루(華陽樓)를 경유하여 남포루(南砲樓)가 시작되기전 용

도부분(甬道部分)은 기단석(基壇石)만 남고 성신(城身), 미석(眉石)과 여장(女墻)은 완전

(完全)히 사라졌다.

용도(甬道)가 끝나는 남(南)쪽 부분에서 팔달문(八達門)사이에 남어 있는 성신(城身)

위에 미석(眉石)과 여장(女墻)은 극히 드물다

성신(城身)이 보존(保存)되어 있는 곳은 소나무, 졸참나무 담장 넝쿨에 의해서 전면으

로 돌출(突出)되거나 균열이 심한 곳도 있다. 또 성신(城身) 후면(後面)의 점토질을 인

위적(人爲的)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성신(城身) 자체만 남어 비와 알수 없는 충동으로 성

신(城身)자체가 돌출(突出), 균열된 곳이 장안문(長安門)과 화서문(華西門)사이에 나타

났다. 산턱을 이용해서 쌓은 화서문(華西門)에서 서남암문(西南暗文)까지의 성신(城身)

은 나무와 넝쿨로 인한 균열 외에 비와 알 수 없는 충동의 피해는 없다.

자연(自然)과 물리적(物理的)인 피해 외에 인위적(人爲的)인 피해가 80% 이상(以上)

을 나타내 주고 있다. 고고학자(考古學者)가 발굴 할 때 한알의 모래알을 몇십년 후라도 

다시 제자리에 갔다. 둘수 있어야 할 정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고고학자적(考古學者的)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적(文化的) 유산은 

우리 모두가 모래 한알이라도 가져가거나 짓밟아 망가트려서는 안되겠다. 비단 수원성

곽 일례(一例)만을 들어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위적(人爲的)인 결과(結果)가 너

무도 우울하게 만들어 준다. 장안문(長安門)∼화서문(華西門) 사이 성신(城身)전면(북향

(北向))에 밭을 갈었고 그 후면의 점토질과 계단석을 거의 모두 사라졌으며 주위에 인

가(人家)들은 성곽에서 나온 석재(石材)를 소유하지 않은 집이 없다. 심한 예(例)로는 

남성신(南城身)이 시작하는 곳에서 팔달문(八達門) 사이에 있는 어느 집은 성석(城石)을 

가지고 하수구를 만들어 놓았고 그 사이에 수원고등공민 학교 마당에는 성석(城石)으로 

축대와 계단을 쌓았다. 또 그곳을 방문(訪問)한 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진 여장

(女墻)의 석재(石材), 미석(眉石), 성신(城身)의 석재(石材)가 성신전후(城身前後)에 수없

이 흩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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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데 군데 성신(城身)의 석재를 무너뜨리고 길을 만들어 하나의 인도(人道)를 이루

는 곳도 많다. 이길은  성신(城身) 상단(上端)의 석(石)을 1개∼2개를 무너 뜨리고 넘어 

다니는 길이다. 여장(女墻)이 남어 있지 않은 전체 성신상(城身上)은 지금 현재 하나의 

폭 1m 전후의 인도화(人道化)되었다.

성신(城身)의 석재(石材)는 화강암(花崗岩), 반암(斑岩), 현무암(玄武岩)․식물(植物)의 

피해(被害)는 균열외에 풍화에 향을 심하게 주지 않았다. 이끼류를 채취하여 왔다. 다

음 조사후 더 채취 발표할 예정이다.

성신(城身)에서 돌기한 치(雉)나 누(樓)의 굴곡점은 특히 화강암(花崗岩)으로 처리 하

는데 그 훌륭한 솜씨는 놀랄 만 하다. 특히 성신(城身)자체의 구조는 거의 1㎝의 간격

을 두지 않고 모두 정교하게 다듬어 쌓은 실력도 필설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

답다. 물론 이러한 아름다움는 장안문(長安門)이나 팔달문(八達門)에서 사용한 전돌 작

품에서 더욱 빛이난다.

목조(木造) 건물은 화서문(華西門)과 팔달문(八達門) 외(外)에 거의 그자취를 찾어 볼 

수 없다. 이 화서문(華西門)의 목조(木造) 건물도 후세에 수리한 흔적이 있다.

기록에서 나타나는 연못, 수문(水門), 묘(廟), 은구(隱溝), 신사(神社), 사직단(社稷壇), 

정(亭) 등(等)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데 소규모의 고고학(考古學) 발굴(發掘)도 하여 보

지 못하 다. 다만 장안문(長安門)에서 서(西)쪽으로 50m 지점에서 성신(城身)의 밑을 

넓이 가로 세로 1.50m 깊이 1m 이상(以上)을 파 보았으나 아무런 유물도 발견하지 못

하고 기단석의 다짐순서를 알어 볼수 있다.

성신(城身) 바로 밑 장석(長石) 길이 1.78m, 두께 18㎝

                   점토 두께 20㎝

                   천석(川石) 두께 15㎝

                   점토 두께 15㎝

천석(川石) 두께 15㎝

점토 두께 15㎝

천석(川石) 두께 15㎝

                   잔자갈 바닥 이루다

각은 북향(北向)으로 45°경사되어 있었다. 바닥을 이룬 잔자갈을 더 이상 파보지 않은 

것은 우리의 입장으로 복원할 가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형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함이

다.

역사 부분의 번역은 건축학을 부지(不知)하면서 시도하여 보았다 잘못 된곳을 많이 

지적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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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時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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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29 -

P168 한자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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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0 한자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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